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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요 약>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하였다. 헤이그협약에 의
하면 입양절차 전반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며, 출신국의 입양결정은 수령국에
서도 동등하게 인정하게 된다. 통상적으로는 국외입양 시, 수령국에서 그 국가의 법
령에 따른 입양절차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수령국 법령에 따른 입양의 효과가 발생
하였으나, 헤이그협약 이후 우리나라 가정법원의 허가 심판이 수령국에서도 승인될
수 있게 된 것이다(현소혜, 2014). 이는 우리나라에서 결정한 입양재판이 수령국에
서도 자동 승인되므로 해외입양 아동의 신분관계를 신속하게 확장시켜 아동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다는 점에서(전연숙, 2013) 입양특례법 시행 목적에 부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령국의 입장에서 친족 간 입양이 아닌 요보호아동 입양
시 입양부모 조사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요건과 절차의 보완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헤이그협약 비준 후 출신국 및 수령국의 입장에서 입양절차를 진행함에 있
어서 예비입양부모의 적합성 평가에 초점을 두고 국제입양과 국내입양에 공통적으
로 적용될 수 있는 예비입양부모 조사방법의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몇 가지 연구방법이 적용되었다. 체계적인 문헌연구,
입양실무 담당자 및 관계자 인터뷰, 온라인을 통한 설문조사 및 대면조사, 현업전문
가(Subject Mater Experts)와 기존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와 2차례의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먼저 문헌연구의 경우, 국내·외 예비입양부모 조사방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입양관련 법, 행정지침, 개별 입양기관의 예비입양부
모 조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외국의 경우는 중앙입양원과 협의하여 우
수사례로 벤치마킹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코, 덴마크, 스웨덴, 필리핀의 입양절
차 및 입양부모 조사방법을 알아보았다.
인터뷰는 국내 주요입양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입양실무담당자 3명과 현 입양부
모 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우선, 주요 입양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양부모
조사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2016년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동방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입양실무를 담당하는 책임자급 전문가를 집중 심
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2016년 9월 16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양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고 국내·외 문헌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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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자료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문항은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구성되었으며 3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전국에 있는 입양기관(지부 포함) 약 20여개 기관에서
입양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급을 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객관식 문항은 계량
적 분석을, 주관식 문항은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자문 및 협의회는 두 차례 진행되었다. 1차 자문회의는 2016년 8월 8일
에 진행되었으며, 입양기관장, 입양연구전문가, 입양부모 심리평가사(임상심리전문
가)로 구성되어 본 연구의 주제인 입양부모 조사방법의 개선안 마련을 위한 방향
과 범위에 대한 자문으로 이루어졌다. 2차 전문가 자문회의는 본 연구의 중간보고
가 이루어지고 자료수집이 거의 완료된 상태인 2016년 10월 6일과 7일에 입양부모
심리평가전문가와 입양연구전문가로 구성되어, 본 연구진이 제안한 예비입양부모 조
사방법 및 절차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현실 적용가능성과 추후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졌다. 그 외에 입양법무실무와 관련된 자료조사 및
실태파악을 위해 입양업무와 관련된 외부 간담회에 2회 참석하여 법원의 입양실무
절차와 입양부모 가정조사 및 심리평가에 대한 개관, 사례, 심리평가도구 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다양하게 수집한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입양에 관련한 민법과 입양특례법에서 적용하는 예비입양부모 조사방
법과 체계가 상이하여 양친이 될 자격에 대한 증빙서류와 심사과정에 문제점이 존
재하므로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침마련 및 보완이 필요하다. 헤이그 협약 비준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입양절차에 관련되는 모든 민·관에게 필요한 내용을 포
함해야 할 것이다.
둘째, 2013년 헤이그협약에 서명하고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가 책임지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어서 아동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헤이그 협약에 준하는 입양절
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정조사 전반에 대한 내용과 구체적인 하위항목 및 질문
양식, 탐침질문 양식과 사례 등에 대한 개선과 매뉴얼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현행
매뉴얼에 제시된 가정조사보고서 양식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매우 형식적이다.
따라서 조사보고서 양식을 구체화하여 입양기관별, 입양실무자의 역량에 따른 차이
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입양부모 조사방법과 절차를 개선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입양실무
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입양기관별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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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고 있는 입양실무자들에 대한 교육은 그 내용과 방법에서 상호비교 검토하거나
정부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이 어려우므로 입양실무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그 밖에 입양부모의 적합성 판단을 위한 심리평가의 활용과 방법, 가정조
사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절차 마련, 다양한 입양사례를 고려한 유연한 입양부모
조사방법에 대한 교육과 이해, 입양실무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료에 대한 중앙관리,
입양관련 자료의 DB화 등 입양과 관련한 형식적, 내용적, 과정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입양절차에서 가정조사는 입양신청부터 최종 입양결정까지 이루어지는 과정 그
자체이다. 또한 입양과정은 사람(입양상담자)과 사람(입양신청자)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양상담자의 입양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입양신청자의
입양에 대한 준비와 태도 역시 입양이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이다. 따라서 입양과 관
련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훈련된 전문역량을 갖춘 입양상담자와 입양아를 양육할
준비된 예비입양부모, 그리고 입양전반에 대해 관리·감독할 기관의 세 개의 주체가
역동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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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일반적으로 입양에는 민법상의 일반양자의 입양과 친양자의 입양, 그리고 입양
특례법상의 입양이 있다. 입양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입양실무에서 가장 많은 건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이지만, 모든 유형의 입양에 대해
일반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은 민법상의 일반양자의 입양이다. 그런데 입양특례
법과 민법의 개정작업이 서로 별개의 시기에 별도의 주무관서 책임 하에서 이루어
짐으로써 입양특례법과 개정민법이 서로 충돌하거나 체계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현소혜, 2013).
그 중 하나가 민법상 입양에서 입양부모의 적격성 및 적합성에 대한 평가이다.
2012년 개정민법은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과 마찬가지로 입양허가제를 도입하고 있으
나, 입양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친이 될 부모에 대한 엄격한 자격기준을 동등
하게 요구하지는 않는다. 즉 민법에 따르는 양자 입양의 경우,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을 할 수 있다’만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입양부모
의 조건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일반양자 입양의 경우,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전혼소생자녀의 한국체류를 위한 입양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친양자 입양의
경우 재혼가정의 권익향상을 위해 부친의 성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적절차가 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두 가지 경우 모두 친족 간 입양이기 때문에 입양부모 평가 시
입양특례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입양부모 적합성 평가가 엄격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2012년 8월 입양특례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입양특례법상의 입양에서
변화된 입양절차의 가장 큰 특징은 아동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하고, 입양허가제를
도입하여 예비입양부모의 양친이 될 자격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입
양특례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입양특례법은 입양의 조건과 절차를 명시적
으로 정해 놓음으로써 입양될 아동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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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법의 주요한 내용 중 하나는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양자 될 아동의 출생
신고 증빙서류, 양자가 될 자격 그리고 양친이 될 자격에 대한 증빙서류, 입양동의
서류,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제11조, 제1항).
특히 양친이 될 자의 자격에 관한 서류에는 입양부모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정상태 등 객관적인 지표를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입양가정조사서를 통해 입
양부모의 입양동기, 알코올 등 약물중독 여부와 그 밖의 건강 상태, 인격·품성 및
종교관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양부모 적합성, 양육환경 등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법원에서는 가정조사관 조사를 실시하고 양부모될 자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를 제
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심문기일에 양부모가 될 자를 심문하고 있
다(전연숙, 2013). 입양부모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와 적합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입양아동을 위
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송명진, 2012), 입양특례법 도입 취지
와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1)
종합하면 입양절차에 있어서 입양부모의 자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예비입양부
모는 필수 법적서류들을 갖춘 후에도 법원에서 요구하는 가정조사와 심리평가에 응
함으로써 양부모가 될 자격을 심사받고,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나기까
지 기다려야 한다. 입양부모 적격심사는 각 사례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사례를 개인의 판단으로만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입양아동 뿐만 아니
라 예비입양부모와 사회복지사 모두에게 위험하다(송명진, 2012). 따라서 가정법원
은 입양을 신청한 예비입양부모 당사자의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예비입양부모
1)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주별로 다양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가정조사의 내용과 방법 및

보고서 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The Adoption Home Study
Process, 2015; SAFE, 2015), 스웨덴의 경우 입양부모 평가에 관한 핸드북을 발간하여
예비입양부모 사전교육 및 입양부모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
고(Adoption handbook for the Sweden social service, 2009), 덴마크에서는 예비입
양부모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간주하고 입양신청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평가지침(Guidance on Assessment of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Adoption
Applicants)을
통해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https://ast.dk/en/filer/the-danish-national-board-of-adoption/guidance_on_ass
essment_of_health.pdf/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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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례법상 양친이 될 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리하여
특례법에 따른 허가심판을 내려야 한다(현소혜, 2014).
그러나, 개정 특례법에 따라 입양절차를 진행하다보면, 입양심사 기간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더 요구되므로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법원 심리기간만큼 대기기간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입양특례법이 법원
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예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입양기관이나 언론에서는 ‘신속한 심리’만을 강조하고 정작 입양특례법의 도입 취지
인 ‘충실한 심리’ 부분은 간과할 수 있으므로(전연숙, 2013), 예비입양부모가 입양을
통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
련하고 이에 근거한 꼼꼼한 조사와 체계적인 절차의 마련이 시급하다.2)
이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입양 관련법과 제도의 변화에 따라 입양 현장에 실질적
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의 입양 관련
연구들은 입양건수의 감소, 입양아동의 대기시간 증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입
양절차, 입양 담당 인력 확대의 필요성 제기 등 다양한 사회현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초점을 맞춰 수행되어 왔다(안재진, 2013; 장병주, 2013; 전경숙, 2013). 그
러나 입양부모의 자격기준에 관한 연구는 입양아동의 권리보장과 국내입양 활성화
방안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입양 관련법과 제도에 관한 연구들은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입양부모 자격기준에 대한 논의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왔지
만, 집중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부족하다. 송명진(2012)은 입양부모 자격기준의 강화
가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수준의 제언을 넘어 외국의 입양부모 자격기준을 분석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는데, 특히 입양부모 자격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와 심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고 입양부모
자격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국가적 지침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입양부모의 객관적인 기준(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정상태 등) 뿐 아니라

2) 입양의 날 행사에 참석한 한 예비입양부모는 인터뷰를 통해서, 아이를 위해 꼼꼼하게 부
모를 살피는 일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입양의 절차와 방법 면에서는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입양허가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여, 입양절차에 있어서 입양부모 적격심사에 대한 조사방
법을 개선하고 명확한 입양부모 자격요건의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
해고 있다(김상호, 부모 자격 충분합니까? ···엄격해진 ‘입양허가제’. 성남복지넷. 2013.
6. 4., http://snbokji.net/sub_read.html?uid=626&section=sc4&section2=이슈N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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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심리·정서적인 상태 등의 평가기준, 자격 증빙서류의 엄격한 검토, 입양부모
조사에 대한 국가지침 등이 마련되어야 실제 입양절차에 있어서 예비입양부모의 적
격성과 적합성을 살펴보고자 할 때, 혼란되지 않고 왜곡 없는 적용이 가능할 것이
다.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헤이그협약)에 서명하였
다.3) 헤이그협약에 의하면 출신국의 입양결정을 다른 수령국에서도 인정하고,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가 책임지게 된다(전연숙, 2013). 통상적으로는 국외 입양 시, 수
령국에서 그 국가의 법령에 따른 입양절차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수령국 법령에 따
른 입양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나, 헤이그협약 이후 우리나라 가정법원의 허가 심판
이 수령국에서도 승인될 수 있게 된 것이다(현소혜, 2014). 이는 우리나라에서 한
입양재판이 수령국에서도 자동 승인되므로 해외입양 아동의 신분관계를 신속하게
확장시켜 아동의 권익보호에 기여한다는 점에서(전연숙, 2013) 입양특례법 시행 목
적에 부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령국의 입장에서 친족 간 입양이
아닌 요보호아동 입양 시 입양부모 조사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요건과 절차도 필요
하다.
이에 본 연구는 헤이그협약 비준 후 출신국 및 수령국의 입장에서 입양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국제입양과 국내입양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예비입양부모
조사방법의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우리나라의 해외입양대상국으로는 입양기관 간에 업무협약이 체결된 미국, 스웨덴, 캐나
다, 노르웨이, 덴마크, 호주, 룩셈부르크, 프랑스, 이탈리아 9개국인데 모두 협약의 체약
국임(전연숙, 201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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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1) 국내 입양부모 조사방법 실태 파악 및 해외사례조사
본 연구에서는 예비입양부모에 대한 조사방법 개선안 마련을 위하여 국내외 문
헌연구, 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 그리고 실증자료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예비입
양부모 조사방법을 살펴보았다. 우선 국내에서는 예비입양부모 조사방법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입양부모 조사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체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진단하였으며, 입양부모 조사방법 관련 법령과 지침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분석하였다. 해외자료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예비입양부모 조사방법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국가별 예비입양부모 조사방법의 모범사례들을 분석하였으
며, 우수한 해외 조사방법을 국내에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하고
자 하였다.

(2) 입양부모 조사방법 개선안 제안
국내·외 예비입양부모 조사방법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민법상 입양과 입양
특례법상 입양과정에서 예비입양부모 적격성 및 적합성 평가를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목록들을 일원화하고 입양기관 및 법원의 입양부모 평가분석에 따른 혼돈을 피
하기 위해 모든 입양절차에 적용가능한 입양부모 조사방법의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아동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양부모의 적합성 판단을 위해서 가정조사 과정
에 필요한 조사내용과 방법, 시기와 절차의 개선 및 입양실무 담당자와 역량강화
및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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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연구내용을 도출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문헌연구, 입
양실무 담당자 및 관계자 인터뷰, 온라인을 통한 설문조사 및 대면조사, 현업전문가
(Subject Mater Experts)와 기존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와 2차례의
자문회의 등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 이후에는 질적인 내용 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전문가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자료 수
집 방법을 통해 연구 목표에 접근하고 있으므로, 아래에 자료 수집 방법에 따라 연
구 방법을 정리하였다.
(1) 체계적 문헌연구
본 연구에서는 입양부모 조사방법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 정리, 검토하
기 위해 체계적 문헌연구(systematic review) 방법을 선택하였다. 체계적 문헌연구
는 특정 연구 문제에 대해 최선의 가용 가능한 자료 및 연구 결과를 종합하는 연구
방법으로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문헌 검색, 사전에 정해진 포함 및 배제 기준에
따른 문헌 선택, 선정된 문헌에 대한 비뚤림 위험 평가 등의 엄격하고 객관적인 연
구 과정을 거쳐 관련 수집 자료들을 종합하는 과학적 접근 방법이다(김수영 외,
2011). 연구 주제와 관련한 내용 전문가와 방법론 전문가가 두 명 이상이 함께 공
동 작업을 통하여 엄정한 연구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체계적 문헌연구는 일반적
인 문헌연구와 구분된다.
(2) 입양관련 전문가 및 기존 입양부모 대상 심층인터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터뷰는 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입양실무 전문가 3명과 현재
요보호 아동을 입양하여 양육하고 있는 입양부모 2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심층인
터뷰를 진행하였다. 구조화된 인터뷰는 전통적인 인터뷰 또는 비 구조화된 인터뷰
와 달리, 인터뷰 실시 이전에 표준화된 인터뷰 문항 세트를 가지고 연구 문제에 초
점을 맞춰 진행하는 면접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인터뷰 문항 세트 이
외에 면접관(연구자)이 인터뷰 상황에서 확인하거나 정보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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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에는 추가 문항을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인터뷰 기법
이다.
(3) 입양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심층인터뷰 분석결과와 국내·외 입양부모 조사관련 문헌 및 자료
들을 참고하여 국내 전국 입양기관에서 설문조사에 자발적으로 지원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항은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구성되었으
며, 설문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내외이다. 심층인터뷰를 입양실무 경력이 많
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입양과정에서 입양부모 조사에 대
한 의견 수집은 가능하나, 현재 입양신청과 관련하여 상담과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 종사자들의 의견수집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익명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장
실무자들의 솔직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표 Ⅰ-1> 연구 목표에 따른 세부 내용과 연구방법

연구 목표

세부 내용

현재 우리나라 법원의
예비양부모와 입양기관 ∙ 현황 파악 자료 수집 및 분석
제출 요구 서류 및 서 ∙ 입양 관계자 의견 수집 및 인터뷰
류 검토과정에 대한 실 ∙ 현황, 문제점 파악 및 제안 사항 도출
태 파악

연구방법
∙ 체계적 문헌연구
∙ 심층인터뷰
∙ 양적 및 질적 분석
∙ 실무자 설문조사

∙ 모범적인 해외의 출신국과 수령국에
서 시행하고 있는 입양부모 조사방
모범 해외 사례 연구

법 자료수집
∙ 우수 해외 방법의 국내 효과적 도입

∙ 문헌연구
∙ 전문가 자문 및 협의

방안 도출
입양부모 조사방법
개선안 제안

∙ 선행된 연구내용 기반으로 효과적 조
사방법 도출

∙ 전문가 자문 및 협의

∙ 입양부모 조사방법 및 절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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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본 연구는 문헌연구, 인터뷰,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로 이루어졌으며
각 연구방법별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먼저 문헌연구의 경우, 국내·외 예비입양부모 조사방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입양관련 법, 행정지침, 개별 입양기관의 예비입양부모 조사와 관련된 자료
들을 수집하였다. 외국의 경우는 중앙입양원과 협의하여 우수사례로 벤치마킹이 가
능하다고 판단되는 체코, 덴마크, 스웨덴, 필리핀의 입양절차 및 입양부모 조사방법
을 알아보았다.
인터뷰는 국내 주요입양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입양실무담당자 3명과 현 입양부
모 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우선, 주요 입양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양부모
조사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2016년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동방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입양실무를 담당하는 책임자급 전문가를 집중 심
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각 인터뷰 대상자별로 60분 내외로 진행되었다.
현 입양부모에 대한 심층인터뷰는 2016년 9월 28일과 29일에 개별 인터뷰가 이루
어졌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2016년 9월 16일부터 9월 27일까지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입양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고 국내·외 문헌들에 대한
조사 자료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문항은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구성되었으며 3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전국에 있는 입양기관(지부 포함) 약 20여개 기관에서
입양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급을 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객관식 문항은 계량
적 분석을, 주관식 문항은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자문 및 협의회는 두 차례 진행되었다. 1차 자문회의는 2016년 8월 8일
에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는 중앙입양원 담당자 1명, 입양기관장 1명, 입양연구전문
가 2명, 입양부모 심리평가사(임상심리전문가) 1명, 그리고 연구진이다. 자문회의는
본 연구의 주제인 입양부모 조사방법의 개선안 마련을 위한 방향과 범위에 대한 자
문으로 이루어졌다. 2차 전문가 자문회의는 본 연구의 중간보고가 이루어지고 자료
수집이 거의 완료된 상태인 2016년 10월 6일과 7일에 진행되었다. 참석자는 입양
부모 심리평가전문가와 입양연구전문가, 연구진이었으며, 자문회의의 주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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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진이 제안한 예비입양부모 조사방법 및 절차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현실 적용가능성과 추후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졌다.
또한 입양법무실무와 관련된 자료조사 및 실태파악을 위해 입양업무와 관련된
외부 간담회에 2회 참석하였다. 첫 번째 간담회는 2016년 8월 31일 “입양관련 법
적 쟁점과 법원실무”에 관하여 입양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의 입양
담당 판사, 그리고 연구책임자가 참석하였다. 본 간담회는 입양관련 전반에 걸친 법
원실무에 대한 내용과 예비입양부모 조사와 심리평가 및 심리에 관한 내용으로 진
행되었다. 두 번째 간담회는 2016년 9월 8일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렸으며 예비입
양부모 심리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여 서울가정법원의 입양실무 담당자들과 한국
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그리고 연구진이 참석하였다. 본 간담회에서는 예비
입양부모의 심리평가를 위해 심리평가전문가로 위촉된 임상심리전문가를 대상으로
법원의 입양실무절차와 입양부모 가정조사 및 심리평가에 대한 개관, 사례, 심리평
가도구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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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헌 연 구
▸ 입양관련 법, 행정지침, 개별 입양기관의 예비입양부모 조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
▸ 해외 우수사례의 부모조사 방법 자료 수집

⟱
1차 자료 수집 및 분석
입양실무담당자

1차 자문회의

외부 간담회

인터뷰
▸ 입양부모 조사방법

▸ 주요 입양기관 실

▸ 입양법무실무 관련 자

의 개선안 마련을

무 담당자를 대상

료조사 및 실태파악을

위한 방향과 범위

으로 집중 심층

위한 외부 간담회

에 대한 자문

인터뷰 실시

⟱
2차 자료 심층 분석
온라인 설문조사
▸ 전국의 입양기관에 종
사하는 실무자급을 대
상으로 실시
- 객관식 문항에 대한
계량적 분석 실시
- 주관식 문항에 대

현 입양부모 인터뷰

2차 자문회의

▸ 입양부모 조사와 관

▸ 중간보고 이후, 예비

련한

현황

입양부모 조사방법 및

파악 및 보완사항을

전반적

절차과정에 대한 전반

살펴보기 위한 심층

적인 평가, 현실 적용

인터뷰 실시

가능성, 추후 보완사
항 등에 대한 논의

한 내용분석 실시

⟱
입양부모 조사방법 및 절차 개선안 도출

[그림 Ⅰ-1] 연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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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행 예비입양부모 조사방법 분석

1. 국내 예비입양부모 조사관련 선행연구
예비입양부모 조사방법에 관한 연구는 주로 예비양부모의 자격기준, 승인 및 성
립 등 입양 절차와 관련되어 논의되어 왔다(예, 안소영, 2015; 안재진, 2016; 송명
진, 2012; 홍순정, 박미정,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그러나 예비입양부모
조사방법 전반에 걸친 내용보다는 주로 주요국의 입양절차의 비교분석을 통한 입양
부모의 자격기준 강화, 입양특례법의 예비양부모의 자격기준에 대한 문제점 및 개
선방안 등 일반적인 수준의 제언에 그치고 있어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예비양부모의 자격기준 강화를 위한 세부 지침은 물론 자격기
준 강화를 위한 절차상의 조사방법에 관한 연구는 한 단계 높은 아동의 권리신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예비입양부모 조사방법과 관련된 연구의 주
요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송명진(2012)은 입양부모 자격에 대한 법적기준, 외국의 입양부모 자격기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입양부모 자격기준 지침의 개선사항을 도출
하였다. 연구결과, 입양부모 건강상태 확인 조항 포함, 양육태도에 관한 조항의 중
복 삭제, 재정증명용, 의료증명용 제출서류 목록, 범죄기록 조회범위와 권한기관 규
정, 입양심사절차와 심사담당자를 모니터링, 지도, 감독하는 기구 설립, 입양부모
자격기준에 관한 국가지침 마련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이
전이기 때문에, 이미 일부 내용은 특례법에 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입양부모 자격기
준에 관한 국가지침, 입양 전 소정의 교육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상담과 같은 프로그램 지원 등은 여전히 입양현장에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안소영(2015)은 입양특례법의 국내입양과 국제입양은 절차상 차이가 날뿐 입양
의 실질적 요건에 있어 다를 필요가 없으므로, 헤이그협약의 기준을 반영한 실질적
요건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입양부모의 자격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입양특례
법의 경우 양친자격에 관하여 재산, 범죄나 약물중독의 경력, 양자와의 연령 차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양친교육 이수증명서,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양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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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사서 등을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있지만, 문제는 양친될 자의 교육이나 양친의
가정조사서라고 지적하고 있다. 입양특례법상 입양을 위해서는 양친될 사람은 일정
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조사기관을 통해 가정, 직장, 이웃 등을 2회 이상 방문 조
사를 받되, 그 중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방문,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지
만, 민법상에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례법상 양친될 자의 요건과 민법상 일
반입양 중 미성년자 입양, 친양자 입양 상의 양친될 자의 요건을 통일하는 방향으
로 민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안재진(2016)은 이탈리아, 인도 등 가족주의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의 입양법 국
제비교를 수행하였는데, 국가별 입양대상 아동, 입양부모의 자격, 법원의 입양허가
절차,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입양법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
출하였다. 우리나라 입양부모의 자격기준을 보면, 특례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고,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
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
폭력, 마약 등의 범죄와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는 사람 등을 입양부모의
자격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위해서는 가정조사를 통해 입양부모
로서의 적격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다른 국가의 경우 재산이나 전과경력 등 입양부모의 자격기준을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 또는 공공기관이 재정상황, 건강, 가정환경, 입양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성을 판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
지 않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법원의 입양허가 절차의 경우, 우리나라는 출생신고
강제가 아동에 대한 불법입양, 영아유기 등을 발생하기 하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
문에 미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이에 따른 미혼모의 심리적 어려움을 고려하
여 출생신고를 강제하지 않거나 익명의 입양신청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경우 아동의 권리와 다소 상충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탈리아나 아일랜드의 입법례에서처럼 입양절차를 친생부모의 상황에 맞게
유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의 입양부모 자격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외에도 파양
과 관련한 연구들은 예비양부모의 자격기준과 관련된 중요 요인들을 제안하고 있다.
예컨대, 박미현(1993)은 국내 19개 파양 사례를 통해 파양에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
하였는데, 가족체계의 긴장과 과도한 부담 요인, 사후서비스의 결여요인, 불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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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가족지지 및 자원의 결여 요인, 공감의 부족과 불완전한 애정, 입양 동기 및
태도, 양부모의 욕구와 아동의 욕구의 부조화 등이 파양의 중요 요인으로 확인하고
있다. 특히 이들 요인들과 현재 입양특례법의 입양부모 자격기준 등의 입양절차와
의 관련성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예들 들어, 가족체계의 긴
장, 입양 전 충분한 준비와 입양동기 및 태도는 재정, 건강, 범죄 경력 등의 객관적
인 증빙 이외에도 결혼관계의 안정성, 부모 양육태도, 입양아동에 대한 욕구 확인
등 입양 전에 예비입양부모에 대한 다각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
다. 또한 사후서비스의 결여 요인도 파양의 중요 요인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입양아
와 양부모의 부적응으로 파양된 입양가정과 입양아의 문제행동으로 파양된 사례의
경우, 상담, 치료 서비스가 매우 필요하다. 이들을 위한 위기상황에 도움이 될 지지,
상담, 교육 서비스의 제공이나 치료 서비스 기회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입양부모 자격에 대한 외국과 우리나라의 법적기준을 비교 검토한 연구들이 제
안한 자격기준에 대한 개선방안들은 비교대상 국가의 실정에 따라 다소 다르기도
하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는 자격기준과 절차 등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입
양부모 자격기준, 절차 등은 선진국과 우리나라 상황과 유사한 외국의 법제 비교검
토와, 우리나라 입양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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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예비입양부모 조사체계
가. 입양부모 조사방법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 조사체계
(1) 민법상 입양
현재 민법상 입양은 일반양자 입양의 미성년자 입양과 성년자 입양, 그리고 친
양자 입양이 있으며, 민법상 입양의 경우 별도의 양부모 자격서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실상 일반양자 입양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성년자 입양의 경우,
다문화가정을 이룬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전혼 소생 자녀의 입양의 경우 국적취득
의 우회수단으로 탈법적 이용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심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
본서류 외에도 청구인의 재산상황, 주거상황, 직업, 양육철학(양육계획서 포함), 가
족관계 등을 알기 위한 자료를 더 제출받기도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를
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상당수는 청구인이 국내에서 아동과 동거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입양을 통해 아동의 국내입국과 한국국적 취득을 원한다는 취
지를 밝히고 있어서 입양청구 당시 청구인과 입양대상 아동의 애착관계가 아직 제
대로 형성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전연숙, 2013).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2012년 개정민법은 입양특례법상 입양과 마찬가지로 입
양허가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특례법상 양친이 될 부모에 대한 엄격한 자격기준을
동등하게 요구하지는 않는다. 즉 민법에 따르는 일반양자 입양의 경우, ‘제866조(입
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을 할 수 있다’만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입양부모의 조건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미성년자를 국내로 입양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양부모가 될 자의 자격을 심사하
여 입양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입양특례법에 의하면 양부모가 될 자는 일정한
자격을 구비하여야 하며, 입양기관은 양부모가 될 자의 자격을 조사한다.
이에 비하여 민법에서는 별도로 양부모가 될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입양특례법과 같이 양부모가 될 자의 자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장병주, 2013). 현소혜(2013)는 특례법상 양
부모 될 자격 없는 사람이 일반양자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 제도를 남용하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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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대상이 되는 아동을 입양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에서도 양부모될 자의 자격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다문화가정의 미성년자 일반양자 입양의 경우, 입양동
기의 의심사례도 많고 국적취득의 우회수단으로 탈법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기본
서류 외에도 청구인의 재산상황, 주거상황, 직업, 양육철학(양육계획서 포함), 가족
사진, 가족관계 등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고 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만 가사조사를 명하고 있기 때문에, 특례법 상의 입양부모 평가의 엄격한 기
준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입양동기와 예비입양부모의 양육환경에 대한 조
사도 혼인관계의 안정성, 물리적 양육환경, 언어소통문제, 직계가족과의 교류 등 적
격성 판단을 위한 조사가 대부분이어서 예비입양부모에게 필요한 교육이수가 요구
되는 것도 아니고 입양부모의 사회심리적 특성들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도 체계화되
어 있지 않다.
특히 이 경우에는 국제결혼 등의 사유로 인한 친족 간의 국제입양이 이루어지
며, 우리나라는 수령국의 지위를 갖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입양에 관한 아
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비준 후 출신국 및 수령국으로서 입양절차
를 진행해야 하고 국제입양과 국내입양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협약 가이드에
준하는 공정한 예비입양부모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민법상의 일반양자 입
양 중 미성년자 입양의 경우에는 양자가 될 아동의 최대한의 복지를 위해서도 민법
상 양친 될 자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현재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법에 의거한 입양의 절차 중 본 연구
의 범위에 포함되는 일반양자 입양의 특수문제로 처리되고 있는 미성년자 입양에
관련된 내용이다(간담회 자료, 서울가정법원 기준, 2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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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입양 허가]
○ 청구권자: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성년자
-배우자가 있는 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함. 따라서 일방 배우자가 행방불
명이거나 의사표시가 불능인 상태에 있는 경우, 청구 불가능
-단, 다른 배우자의 친생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 단독 청구할 수 있음
○ 특수문제: 외국인 배우자의 전혼 소생 자녀의 입양
-사실상 미성년자 입양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국적취득의 우회 수단으로 탈법적 이용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심리함
-기본서류는 외국에서 작성된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되, 승낙서, 동의서
와 같은

중요한 문서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함

-기본서류 외에도 청구인의 재산상황, 주거상황, 직업, 양육철학(양육계획서 포함),
가족관계 등을 알기 위한 자료를 더 제출받기도 함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를 명하기도 함

(2) 입양특례법 상 입양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과 양부모가 매칭되면 바
로 양부모가 아동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아동을 인수하였으나, 입양특례법이 시
행된 이후에는 법원의 허가제로 인해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청구를 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입양이 완료된다(전연숙, 2013). 입양특례법의 시행으로 법원심리 기
간이 늘어났지만, 본래 입법의 취지인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양부모의 적격성과 적
합성이 주요 심리대상이 된다. 현재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서울가정법
원의 경우 모든 요보호아동입양 사건에서 입양부모의 “심리평가보고서”를 제출받고
있다.
현재 특례법[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시행령, 입양특례법시행규칙,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에 명시된 양친이 될 자의 자격에 관한 증빙 서류는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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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입양특례법에 명시된 양친이 될 자의 자격 증빙서류
입양특례법 제10조, 시행령 제2조,

증빙서류

시행규칙 제4조‧5조‧제6조‧제8조‧제9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
나이, 결혼 유무, 친자녀 수

록등본, 건강진단서(약물중독, 알코올 중
독검사 내용 포함, 양친들)

양친 가정조사

가정조사보고서

1.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

재정보증서(수령국

을 것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
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
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
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양친될 사람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수령국
정부의 공인받은 문서)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4.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
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

수령국법에 의해 양친될 자격이 있음을 증
명하는 서류

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

기본증명서

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혼인 및 가족관계,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것

수령국 정부의 공인받은 문서(양친들)

②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

신청인(입양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양친될 사람의 교육이수증명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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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본 연구의 주된 논의에 포함되는 것은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 및 국
제입양 중 국내로의 입양 시 입양부모가 되기 위한 적합성 판단기준에 관한 서류들
(예, 양친교육 이수증명서, 양친가정조사서)이다. 현행 필요서류들은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 시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국제입양 시 필요한 조사서류들은 명시되어 있
지 않다.
국내·외 문헌들을 고찰한 결과와 입양기관의 실무담당자 및 기존 입양부모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입양부모의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중에
서 적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에는 몇 가지를 보완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
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입양부모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서류와 조사 항목 및 조사방
법과 필수자료들은 상당부분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다음은 현재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입양특례법에 의거한 요보호아동의 입양
과 관련된 내용이다(간담회 자료, 서울가정법원 기준, 2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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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
○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의 적용 대상 및 관할
1. 적용 대상: 요보호아동[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의 아동(18세 미만)]으로서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된 아동의 ①국내입양[입
양특례법 제11조], ②외국에서의 국외입양[입양특례법 제11조, 제19조], ③국내에서의 국
외입양[입양특례법 제18조]
2. 관할: 양자가 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함
○ 청구권자
1. 국내입양: 아동을 입양하려는 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입양특례법 제11조와 민법 제867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아동
을 입양하려는 자를 청구권자로 해석하고 있음
2. 외국에서의 국외입양: 외국인으로부터 입양 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관의 장
-법문과는 달리 입양기관 자체가 청구인이 될 경우에도, 외국에서의 국외입양은 입양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한 점, 입양의 알선은 입양기관의 장 개인이 아니라 그 입양기관 자체의 업
무인 점, 입양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그 자체로 인격을 구비하
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 적격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실무례임
3. 국내에서의 국외입양: 아동을 입양하려는 외국인과 당해 아동의 후견인
-이 경우는 위와 달리 법문에 충실하게 입양기관의 장인 개인을 아동의 후견인이자 청구권
자로 봄
○ 입양특례법 사건의 심리 중 양친이 될 자의 자격에 관한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양친이 될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 그 출생증명서와 혼인증명서, 현재의 국적에 관
한 서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출생증명서]
-양친교육 이수증명서[규칙 제9조 제2호 나목]
-범죄경력조회 회신서[규칙 제9조 제2호 나목], 수사경력조회 회보[법 제10조 제1항 제3
호가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효된 형이 포함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친가정조사서[규칙 제9조 제2호 나목]
-건강진단서[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알코올이나 약물중독 여부에 관한 검사가
포함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직업,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소명 자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친이 될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
는 서류[법 제10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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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행 입양부모 적합성 평가를 위한 서류 분석
(1) 입양교육 이수증명서
현재 입양을 위해서는 8시간의 부모교육을 받아야 함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
고, 교육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각 입양기관에서 발부하고 있다. 이는 입양에 대한
인식과 이해증진을 돕고 입양 후 입양부모와 아동 간의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데 목적을 두는 교육으로, 8시간의 예비입양부모교육에 참석
후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필수서류로 법원에 제출한다.
그런데 예비입양부모를 위한 8시간의 교육에 대한 내용과 구성 및 진행방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각 입양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입양아동의 연령별 특성에 따른 부모교육이라든가, 첫 입양과 재 입
양, 국제입양 등에 따른 부모교육 등은 구분되어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미 2015년
도에 중앙입양원 주관으로 예비입양부모의 교육에 대한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중앙입양원에서 강사의 모집, 선발 및 관리를 위한 위원회
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강사관리 위원회는 학계전문가, 중앙정부의 담당 공무원,
입양기관의 실무자 및 중앙입양원 실무자 등 5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제안하고 있
다. 이 때 강사관리 위원회에서는 강사의 모집, 선발 및 관리의 역할을 담당하고,
강사의 자격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을 진행한다. 향후 중앙입양원에서 강사관리 위
원회를 구성하면, 그 위원회에서는 강사의 모집, 선발, 관리 및 보수교육에 대한 구
체적인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예비입양부모에 대한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한 제안은 위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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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친가정조사서
양친가정조사서는 성공적인 입양을 위하여 개별상담, 부부상담 등을 통해 입양
부모의 입양동기와 욕구를 파악하고, 2회(고지방문, 불시방문) 이상의 가정방문을
포함한 가정조사를 통해 입양하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사
정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양친가정조사서에 작성한다.
중앙입양원의 입양실무매뉴얼에 따르면, 가정조사서의 내용에는 입양에 대한 태
도와 동기, 양친이 될 사람의 혼인생활과 그 밖의 가족상황, 양친이 될 사람의 현재
수입 및 재산상태, 양친이 될 사람의 알코올 등 약물중독 여부와 그 밖의 건강상태,
양친이 될 사람의 인격, 품성 및 종교관 등, 그 밖의 특기사항과 조사자의 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양친가
정조사서”는 다음과 같다(중앙입양원의 입양실무매뉴얼,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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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가정조사서의 첫 페이지는 적격성과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 페이지는 적
합성에 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입양을 하려는 예비부모를 입양기관의 담
당자가 여러 차례 만나서 입양의 동기와 성장배경, 가족상황 등에 대하여 면담과
상담, 그리고 다양한 조사를 통해서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시행규칙에 제시되
어 있는 가정조사 매뉴얼은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 질문과 탐침질문의 내용과 방법
에 대한 가이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입양기관별로 양친가정조사서의 표준화된
서류를 준비하기가 어렵다. 이는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가정조사에 필요한 항목
들은 규정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각 항목에서 어느 범위까지 또는 어느 깊이까지
다루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양부모의 가정조사서는 일차적으로 입양기관의 실무자, 담당자들이 입
양을 원하는 부모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기관의 상담원의 상담 및
조사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실정이다. 미국이나 스웨덴, 호주 등 선진국의 경우,
양친가정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들이 우리나라의 가정조사서와 크게 다르
지 않지만, 각 항목별로 필요한 조사내용이 세분화되어 있고,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어떠한 질문을 통해 필요한 사항들을 도출할 것인지, 필요한 탐침질문과 상
황에 따른 다양한 질문을 어떻게 유도하고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가 자세하
게 마련되어 있어서 입양사례별 양친가정조사서가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 있다.4)
(3) 입양부모 심리평가서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이 법원의 허가제로 변화한 것은 입양을 하려는 예비부
4) 미국(네바다, 캘리포니아, 뉴저지, 위스콘신 등)과 캐나다(브리티시 콜럼비아, 온타리오
등)의 일부 주에서는 입양가정의 가정조사를 위해서 home study의 구조화된 분석
(SAFE: Structured Analysis Family Evaluation)을 실시한다. SAFE는 1989년부터 캘
리포니아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사회복지사의 home study 과정을 구체화하고 타
당화하기 위해서 고안 및 발전되었다. 특히 기존의 home study report의 형식이 1) 기
관마다 다양하고 피상적이어서 통일성이 부족하고(lack of uniformity), 2) home study
의 방법이 입양부모의 심리사회적 평가를 제공하지 않고(no psychosocial evaluation),
3) 입양부모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수집 또는 분석도구가 제공되지 않으며(no effective
information gathering or analysis tools), 4) 사회복지사의 선입견이나 편견이 가정조
사에 영향을 줄 수 있고(judgments based on worker bias), 5) 부적합한 가정조사 보
고서가 제출될 수 있기 때문에(irrelevant home study reports),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조화된 가정조사 양식을 구성하여 사용하고 있다(SAF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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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입양에 적격하고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를 심도 있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
다. 이를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입양부모의 사회·심리적 상태
의 적합성 판단여부를 보완하기 위하여 양부모의 심리평가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수요건이 아니며 무엇을 어떻게 어떠
한 방법과 내용으로 입양부모의 심리평가를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도 부족하여
입양사건을 진행하는 법원에 따라 심리평가의 진행여부가 결정되며, 심리평가를 진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과 조사방법, 보고방법이 각각 다른 상황이다.5)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 5조에서 명시한 법원허가 필요 서류를 중심으로 신원사
항을 확인하는 과정에 심리평가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예비 입양부모는 서
울가정법원과 한국 임상심리학회 간에 MOU를 맺어 법원에서 지정한 임상심리사(임
상심리전문가)로부터 심리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필수적이
다.6)
입양부모의 심리평가는 시행의 초기적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심리평가가 가진 객
관성이나 전문성, 내용적 집약성과 관련하여 그 유용성에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 뿐 아
니라 민법에 의한 입양 사례에도 심리평가의 실시가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하여 인적, 제도적 인프라의 확충이 절실해 보인다.

5) 서울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과 임상심리학회의 임상심리전문가로 구성된 TFT는 입양부모
심리평가 시 다음의 내용을 합의하였다. 첫째, 필수검사로 MMPI-II, K-MSI, SCT를 실
시하고 선택검사로 로샤 등 투사검사를 실시한다. 둘째, 인터뷰는 신중히 진행하고 평가
동의서를 작성한다. 셋째, 평가결과는 신청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평가료는 부부합산 40
만원으로 진행한다. 문장완성검사의 경우, 어린 시절의 지각, 부모와의 관계 및 훈육, 자
녀에 대한 생각 및 훈육인식, 결혼생활 및 부부관계, 입양관련, 트라우마 및 갈등요인,
분노 및 스트레스 대처법, 자기지각 및 기대와 소양, 대인지각 및 대인관계, 음주 및 중
독행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양평가에 맞게 TFT에서 수정하여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인터뷰 내용으로는 입양동기 및 양육준비도, 원가족과의 관계, 어린 시절 훈육(애착) 및
트라우마 경험, 결혼생활 및 부부관계, 교육 및 직업관련, 삶에 대한 역량, 기대, 가치관,
스트레스 대처 및 분노조절, 정신질환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한다(2016년 9월 8
일 서울가정법원과 임상심리학회 입양부모심리평가사 간담회 내용 중).
6) 현재 서울가정법원은 가사조사관 중 임상심리사는 12명이 채용되어 있다. 서울의 경우
2014년 12월에 서울가정법원과 한국임상심리학회가 MOU를 체결하여 임상심리전문가
24명이 입양부모 조사와 관련하여 심리평가사로 위촉되어있으며, 2016년에는 30명의 임
상심리전문가를 입양부모 심리평가전문가로 위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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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현재 입양기관의 입양실무담당자들의 심리평가에 대한 이해 및 해석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관련교육을 실시하고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도 시간이 필요
하기에, 전문가가 실시한 심리평가보고서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또 입양부모 상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심리평가 해석에 대한 표준화를 실시하고 인터뷰 양
식(체계)을 반구조화하여 각 기관별로 보고되는 심리평가보고서의 가이드라인을 제
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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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입양실무 및 절차에 관한 현황 분석
법에 명시된 증빙서류들을 토대로 국내의 주요입양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입양절차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입양부모 조사체계에
대한 현장조사를 위하여 국내 주요기관의 입양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인
터뷰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좀 더 심층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존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입양
부모 조사방법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가. 국내 주요입양기관 실무자 인터뷰
주요 입양기관의 실무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중 인터뷰는 기관별 조사
매뉴얼 보유여부, 조사내용, 서식, 진행방법 등의 전반적인 현황과 실무자들이 인식
하는 입양부모 조사와 관련한 문제점들이다. 주요 내용별 인터뷰 결과와 이에 따른
대안(안)은 다음과 같다.
(1) 전반적 현황

▣ 현재 매뉴얼대로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음
- 특례법 시행 초창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안정화되어 있으
며 실무자 매뉴얼에 입각해서 진행하고 있음
- 현재 입양 프로세스는 어느 정도 표준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현행 입양 서류 : 적합성 평가에 충분함
▣ 가정조사 및 상담 내용은 가사조사관 결과와 거의 일치함
▣ 재입양시 평가기준 간소화 : 심리검사 제외됨.
▣ 입양 상담원 : 대체로 경력 10년 이상임
▣ 심리평가 결과보고서가 도움이 됨
- 6-7가지 검사 진행, 심리평가결과보고서가 상담에 많은 도움이 됨. 심리평
가 항목은 서울가정법원 지정검사들을 매뉴얼대로 진행함: 로샤, MMPI-2,
SCT(문장완성검사), 결혼만족도, 대인관계검사, 그리기(HTP, BGT)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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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서 볼 수 없는 입양부모의 우울, 공황, 강박 등의 수준을 심리결과
를 통해 살펴보고, 치료가 필요한 양부모의 경우 치료 이후에 입양절차를
진행하기도 함.
- 양부모의 심리검사 상에서 부부클리닉 상담 등의 이력이 나타난 경우, 좀
더 상담을 하도록 제안하기도 함.
- 심리평가를 기본으로 하여 병리적 위험요인, 심리 정서적 상태, 본인의 학
대경험이나 성장배경 등을 살펴봄.
▣ 현장에서 어려운 점
- 특례법 상 입양부모 자격기준 기술 모호함에 따른 어려움(ex. 경제적 상황
등은 한 아동을 양육하기에 충분할 것)
- 불시방문의 문제점 : 예비양부모 부재, 인권 문제
- 예비양부모 교육 : 온라인 교육 도입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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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양부모 가정조사 및 상담
내용

대안

▣ 경제성 파악
- 경제성 파악에 초점 : 직업의 안정성, 부채
정도, 고정소득, 부양가족 수에 따른 여러
생활수준의 차이 등에 초점을 두고 1차 상담
진행함. 이러한 사항을 왜 초기에 중요하게
다루는 지에 대해 입양부모에게 충분히 안내

- 경제성 파악과 관련한 사
례 공유 등을 통해 실무
에 도움이 되도록 할 필
요가 있음

하고 있음.
- 입양부모의 적합성과 적격성을 수치화해서 획
일화하는 것은

불가능함.

▣ 부부 상담
- 부부 상담 : 공동 상담과 부부 개별 상담 모
두를 진행, 특히 개별상담은 최소 2시간 정도
진행함.
- 부모 자격을 검정하는데 있어서 현재 매뉴얼

- 실무 담당자를 위한 부부
상담 사례 공유 및 교육
과정 마련

이 잘 지켜지도록, 상담 횟수의 최소 기준을
설정하여 명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필요함.

▣ 서류나 심리평가 통해 알 수 없는 부분 파악
- 서류나 심리평가 통해 알 수 없는 사항들 살
펴보기 위해 여러 차례 상담 또는 가정방문
통해 질문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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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가정조사나 상담으로
만 파악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실무자 교육 필요

(3) 입양기관의 상담 실무자 교육
내용

대안

▣ 기관마다 실무자 교육 내용이 다름
- 입양기관마다 상담원들에 대한 실무자 교육이
다름.

- 입양 전문가 교육위한
공식적 교육과정 (현재

- 입양현장 전문가가 상담원들에게 실무교육 실시

진행되는 실무교육보다

- 전문성과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함.

고급 교육) 도입

▣ 신규 상담자의 교육
- 현재 실무자 교육으로는 초보상담원이 입양 실
무에 바로 투입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초보 상담원의 교육은 도제교육처럼 실시하고
있음. 실제 입양업무 익숙해지기까지는 3년 정
도 기간 소요.

- 신규 상담자 교육
- 슈퍼바이저, 사례 연구
필수 교육으로 제시
- 상담자

교육을

수준에

맞게 진행할 필요 있음

- 숙련자들이 초보자들을 교육하고 있음
- 초기 상담자와 경력자 간의 케이스 공유를 하
면서 교육하고, 모든 케이스를 공유함
- 입양 업무 다양성 : 입양 업무에는 입양절차상의
업무 뿐만 아니라 입양 이후의 사후서비스에 대

(초급, 중급, 고급)
- 필요할 경우, 소규모
기관의 실무자 교육을
메이저

기관에

위탁

가능하도록 함

한 업무 등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음.

▣ 사례의 공유
- 국내 입양의 경우, 실무자 교육은 소장님들이
진행

- 사례 공유(기관 내 및
기관 간)

- 유선 혹은 SNS 등을 통해서 관련 정보를 공유함.
- 1년에 한번 씩 실무자 교육, 케이스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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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양부모 심리평가서
내용

대안

▣ 심리평가 실시 시기
- 서류 준비시 심리평가 결과서를 함께 준비
하여 이후 심층 상담을 진행.
- 심리평가보고서가 필수서류에 포함될 필요
가 있음. 심리평가는 입양 절차 가장 초기
에 진행되어야 함.

▣ 심리평가 시 수행해야 할 검사
- 평가 기관에 따라 검사 종류가 다소 상이함
- 표준화 검사 뿐 아니라 투사적 검사가 도움
이 됨
- 성장배경, 난임 시기의 심리 정서적 변화,
부부관계 변화 등의 지표를 찾아 심리 상담

- 심리평가의 제출시기를 명
시할 필요가 있음(단계적
평가와 제출시기 마련)
- 심리평가가 불필요 경우도
함께 제시(재입양 등)

- 투사검사가 심리평가에 포
함될 경우 투사검사 해석이
가능한 전문가가 심리평가
를 해야 할 것이 요구됨
- 필요시에는 지능검사도 포함

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지능검사 필수가 아님.

- 심리평가 양부모 전달방법

▣ 심리평가 결과 양부모 전달방법
- 기관에 따라 평가기관에서 직접 전달받거나
양부모가 받아서 기관에 전달하기도 함
- 심리평가에 대한 정보 공유 필요 (심리평가
가 나쁘게 나올 경우 다른 평가기관에 의뢰
해서 재검사 받더라도 입양기관에서는 알
수 없음)

에 대한 매뉴얼 필요 (심
리평가의 해석을 평가기관
에서 시행하더라도, 평가
결과서의 전달은 “평가기
관” → “입양기관”으로
되도록 제안)
- 심리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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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양부모 예비교육
내용

대안

▣ 커리큘럼 및 교육방법의 다양화
- 교육시간은 충분하나, 내용의 깊이가 부족함.
- 선택 교육 필요 : 개별적으로 교육에 대한 욕
구가 필요한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교육과 상
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기본

예비양부모

교육

이외에 양부모가 선택적
으로 들을 수 있는 다양
한 추가 교육 필요
- 온라인 교육 도입

- 지방 교육이 부족함
- 교육의 방법도 집합교육 외에 온라인 교육 등
으로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음. 토의 위주의

- 입양한 양부모를 강사로
도입 고려

교육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기도 함.
- 입양에 대한 실질적 사례 들려줄 필요 있음.
즉, 입양이후에 겪게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
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음.

▣ 교육내용

- 교육 내용에 대한 통일

- 각 입양기관마다 실시하는 예비양부모 교육
성격, 내용 다소 차이 있음

필요
- 필수 예비양부모 교육은

- 매뉴얼 상,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시간이 각
각 정해져 있지는 않음.

중앙당국에서 실시, 추
가

- 소규모 기관의 경우 교육 진행에 어려움 있음
- 이론 교육은 전문가가 담당하고, 실질적 교육
은 현장전문가가 담당

선택양부모

교육은

입양 기관에서 실시
- 교육진행자에

대한

교

육, 매뉴얼 마련

- 각 입양기관마다 별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 기관별 다소 상이한 교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오더라도,

육 내용에 대한 통일 필

재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함.

요. 공통으로 사용될 인
증된 교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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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입양기관 실무자 설문조사 분석
주요 입양기관의 실무책임자에 대한 집중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하여 추가로 필
요한 사항들에 대한 현황조사를 위하여 설문 문항을 작성하여 2016년 9월 20일부
터 10월 10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실무자들의 솔직한 답변을 얻기 위해 개인정보는 꼭 필요한 인구배경학적 변인
에 한해 수집하였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성별과 연령대, 현재 근무지역, 보유 자격
증, 입양 업무 경력이었으며, 이름이나 응답자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적지 않도
록 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23명의 자료에 대한 통계치 및 이를 통한 현황 파악 분석을 통하
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사용한 설문지 문항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배경학적 변인은 아래 제시한 <표 Ⅱ-2>, [그림 Ⅱ-1] 과 같다.
<표 Ⅱ-2> 설문대상
범주
성별

연령대

근무
지역

단위 (명)
남자

1

여자

22

30대

3

40대

14

50대 이상

6

서울

10

광역시 또는 세종시

7

이외 지역

6

사회복지사 1급

20

사회복지사 2급

3

12개월 미만

2

1~2년
3~4년

3
2

6~10년

3

11년 이상

9

20년 이상

4

비고

8명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외에 상담
자격증

입양
업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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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사 1급,2급, 임상심리사 2급, 중
등교사, 특수교사 등의 추가 자격증을
보유함

성별

연령별

지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증

입양 업무 경력

[그림 Ⅱ-1] 설문대상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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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양부모 가정조사
1) 방문에서 주로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 (총 140건 응답)
내용
입양에 대한 태도와 동기
양친될 자의 혼인 생활
양친될 자의 혼인생활 이외 기타 가족 상황
양친될 자의 인격 및 품성
종교관
양친될 자의 현재 수입 및 재산 상태
양친될 자의 성장 배경
양육환경
자녀양육관 (자녀양육태도)
양부모의 사회생활
아동양육계획
양부모의 심리적 태도
입양 준비 정도
다른 가족들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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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응답수)
20
20
18
17
17
15
13
9
7
3
2
2
1
1

2) 예비양부모 가정 조사 방문할 때 어려운 점 (총 18건 응답)

범주

단위

비고 (구체적 응답 내역)

(응답수)

- 양부모가 부재할 경우 여러 번 방문 또는 기다
불시방문

8

원거리
직장 등

3

- 예비양부모 인권 침해 가능성 있음
지역적으로 먼 경우(소요시간 및 비용)
입양사실 공개 꺼리는 양부모 직장 방문하여 법에

주변 환경

2

서 요구하는 예비부모의 신뢰성 등을 탐문 수사하

탐색

려야 함

듯이 문의할 수가 없음
- 입양부모로서의 적합성 판단 기준이 모호할 때
(ex. 50대중후반의 예비입양부부가 신생아를 원할
때, 목회자 가정 등 특수한 경제상황에서 입양을
원할 때, 건강에 대한 각각의 상황 등(당뇨 등의

판단 기준
모호

2

질환이 있으나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경우 등)
- 기본체크항목과 세부파악 필요한 조사 매뉴얼 있
으면 함. 집집마다 조사 내용에 있어 차이가 생
김. 어떤 기준에서 보아야 하는지 세부적 매뉴얼
이 있었으면 함. 어떤 상황일 때 상중하, 1~5점
점수로 구분한 매뉴얼 필요
- 면담 질문 중 부부관계(성관계)를 묻는 부분:

민감한 질문

1

100% 원만하고 문제없다고 대답하나 이를 확인
할 방법이 없음.
- 입양매뉴얼과 현실의 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에

기타

3

무조건 따라야하는 점

-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약속 잡는 것이 수월치 않
고,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양부모가 함께 가정에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업무과다

▶ 공개입양을 꺼리는 국내의 입양문화를 고려할 때, 불시방문의 현장 실시 어려움을 감
안하여 가정방문 방법을 변경할 것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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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사조사관의 추가 가정조사 또는 면담 사례 (총 20건 응답)
범주

가정조사서
내용의 확인

환경 조사

단위

비고 (구체적 응답 내역)

(응답수)

12

3

- 가정조사 또는 상담 내용과 중복된 내용으로,
기존 내용의 재확인

지역적으로 먼 경우(소요시간 및 비용)

- 유자녀 가정에서 자녀 비롯한 가족 면담
- 육아 돕기로 한 예비 양모의 친정 가족 면담
- 친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 추가 면담
가족 면담

2

- 다자녀 가정, 목회자 가정 대상 가족 면담입
양사실 공개 꺼리는 양부모 직장 방문하여
법에서 요구하는 예비부모의 신뢰성 등을 탐
문 수사하듯이 문의할 수가 없음

추가 면담

1

- 친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 추가 질문위해 면담

- 가사조사관 방문 실태 (ex.2014년 대구 가정
법원은 모든 입양접수 건에 가사조사관 파견)
기타

2

- 가사조사관 양부모 추가 면담 이후, 공개법정
에서 입양의 이유를 판사가 직접 물음(나이가
많은데 왜 입양하려 하는가?)

▶ 가사조사관의 조사는 입양부모 조사에서 필수 사향은 아니며,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
우에 한해서 개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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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입양 서류
1) 입양허가 신청을 위한 양부모의 필수 제출 서류로 생각하는 항목
- 현행 절차에 제시하는 것 이외도 응답가능 (총 167건 응답)
내용

단위(응답수)

양친가정조사서
양친될 사람의 범죄 경력조회서
가족관계증명서
양친될 사람의 심리평가서
입양허가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양친될 사람의 교육이수 증명서
입양동의서
기본증명서
재정상황 관련 서류
건강검진기록
혼인관계 증명서

22
22
19
19
18
18
17
16
10
3
2
1

▶ 필수 제출서류는 현행 서류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예비입양부모의 적합성 평가를 위
해서는 심리평가서 또는 심리평가 보고서에 준하는 (심층)면담보고서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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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비양부모 교육
1) 현행 8시간 교육의 적절성 (총 23명 응답)
내용

단위(명)

대체로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

17

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

3

대체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2

전혀 적절하지 않다.

1

▶ 응답자의 87%에 해당하는 20명이 현행 예비양부모 교육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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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 효과적인 예비양부모 교육을 위한 보완 사항
(총 16명 응답, 응답내용을 개별 내용별로 구분하여 총 25개 응답으로 분리)
단위

범주

(응답수)

다양한 커리큘럼 (ex. 대상관계이론, 의사소통 교육, 양육시설
아동 발달 특징, 입양 3자 심리적 특성, 애착 형성 등)

5

연장아 입양 관련 교육 필요 (교육 강화)

4

정부 예산지원(국가 또는 지자체의 교육운영비 지원 필요)

3

부모교육, 양육시설의 아동 발달 특성, 양육코칭

3

유자녀 가정 교육 (부모코칭)

2

온라인 교육 도입

1

인성교육

1

아동학대와 인권에 대한 교육

1

1회성이 아닌 가족생애주기별 교육

1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보건복지부 또는 중앙입양원)의 일괄
교육

1

시간 및 내용 보완

1

입양절차의 내용과 사후관리

1

입양전문강사 확보

1

▶ 더 효과적인 예비양부모 교육을 위해, 보다 다양한 커리큘럼들을 포함한 교육의 필요
성과 연장아 또는 이미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의 입양과 같은 경우에 대한 별도의 교육
필요성이 언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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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비 양부모로부터 예비 양부모교육에 관한 정보에 대한 의견
(총 13명 응답, 응답내용을 개별 내용별로 구분하여 16개 응답으로 분리)
범주

단위 (응답수)

입양부모 사례위주 교육(실제 경험담)이 도움이 됨

5

온라인 강의 개설 희망

3

두 번째 입양가정(2년내)은 교육 면제

2

8시간 교육시간이 부담(주말교육 실시 필요함)

2

입양 공개에 따른 연령별 대처방법 등 강의 필요

2

입양전 자조모임 구성, 입양후 부모교육

1

다른 입양신청 가정과 함께 교육받으면서 개인정보
노출이 걱정됨

1

▶ 실제 입양경험이 있는 강사의 사례중심 교육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과 온라인 강의, 두
번째 입양 경우 교육 면제 등의 의견이 제시되어,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현재보다 교육
의 실효성과 접근성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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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리평가
1) 적절한 심리평가 실시 시점 (총 29건 응답)
내용

단위(응답수)

입양 서류 제출과 동시에 실시

11

입양 서류를 통해 양친이 될 자격이 충족된 다음에 실시

6

심리 평가가 필요 없는 양부모일 경우 실시하지 않아도 됨

5

법원의 추가보정 요청이 있을 때 실시

2

결연이 추진될 때 실시

2

가정조사시 - 가정조사서 발급 전

2

신청 상담, 기본서류 점검 통해 입양자격에 대한 초기 스크
리닝 이후

1

▶ 가정조사 및 상담에 도움이 되도록 입양 절차 상 빠른 시기에 심리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나, 모든 입양신청 건에 대해 동일한 종류의 심리검사를 시행할 필요는 없
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심리평가를 필수로 지정하되, 사안에 따라서 단계별로 검사항목을 제시할 필요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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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리평가 보고서의 도움 여부 (총 23명 응답)

내용
대체로 도움이

단위(명)

된다.

14

매우 도움이 된다.

7

상담에 활용한 적이 없다.

1

최근까지 관할 법원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니었음

1

▶ 심리평가를 사용한 경우는 응답자 모두 도움이 되거나 또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
하므로, 입양부모 심리평가서는 입양상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필수 항목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음

- 43 -

3) 심리평가 보고서가 도움이 된 사례 (총 15명 응답)
○ 부부관계척도검사, 불임으로 인한 경미한 우울증세로 인해 (부부)상담 권유함.
○ 양모의 불안감, 우울증, 양부의 분노조절 장애 등이 나와 입양 취소함.
○ 입양부모의 전반적 자격 부족이 판단될 때, 입양기관에서 거절하기 위한 부분으로 도움
이 됨.
○ 몇 차례 개별/부부면담이나 가정조사 시 부부관계나 자신들의 심리적 상황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는데, 심리평가보고서를 통해 부부 관계나 가족들, 양
부모 각자의 내면에 감춰진 심리적 어려움을 알아낼 수 있어 도움이 됨.
○ 양부모의 성격이나 부부관계에 대해 보다 객관적 척도를 근거로 한 평가 자료를 통
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도움이 됨.
○ 상담 시 무언가 껄끄럽게 느껴질 때 심리평가를 통해 입양 진행의 지연, 보완, 부
부문제에 개입, 언급할 때 전문가의 자료를 토대로 접근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됨.
○ 양부모 상담 시 심리적인 부분에서 파악되지 않아 신뢰가 가지 않은 경우에 도움이 됨.
○ 상담원이 상담 시 파악하였던 심리적 측면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
○ 입양 상담 시, 전문적으로 부부관계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경우, 심리
검사를 한 후 전문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여 입양진행이 안된 경우가 있음.
○ 예비양부모들의 심리적 안정성 여부 판단 근거로 활용. 초기 상담 및 진행과정 중
외면적으로는 무난해보였으나, 심리검사를 통해 우울감. 충동성, 공격성 등이 유의
미하게 높게 확인될 경우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가능했음.
○ 상담시 의문점이 들면 전문가의 심리검사보고서를 참조할 때 명료해지기도 함.
○ 신청 상담시 양부모가 이야기하지 않던 원가정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
어서 양부모성격 이해에 도움이 됨.
○ 부부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됨. 구체적 결과지를 통해 부부생활의 만족도 및
가족 간의 소통 등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심리평가를 통한 전문적 이해
○ 상담과정에서 알지 못했던 양부모에 대한 이해

▶ 실제 심리평가가 예비양부모 평가에 도움이 되는 사례에 관해 응답한 내용을 정리하여
응답 내용을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제시하여 입양기관 상담원들의 심리평가 필요성을 알
아봄
▶ 상담원이 정확히 또는 심도깊게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심리적 문제, 좀 더 객관적
인 입증자료가 필요한 부분에서 심리평가를 통해 도움을 얻고 있으므로 상담내용의 확인
또는 보조 자료로 심리평가의 긍정적 활용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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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리평가 보고서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사례 (3명 응답)

○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임.
○ 심리적 불편감이 없다고 판단되는 가정들도 모두 하고 있어서 시간적 경제
적 비용이 발생됨.
○ 임상심리 검사자의 숙련정도와 성향에 따라 검사결과가 달리 나오는 경우
가 있음.

▶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를 볼 때, 심리평가를 모든 가정에 실시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재확인과 예비양부모 심리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임상심리사의 전문
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심리평가 보고서 사용된 검사 도구 중 가장 도움이 된 도구
(총 11명 응답, 응답내용을 개별 내용별로 구분하여 23개 응답으로 분리)
범주
MMPI

단위 (응답수)

(MMPI2)

9

문장완성검사

4

결혼만족도검사

4

부부관계척도검사

1

알코올 의존도검사

1

자녀양육태도검사

1

한국형부부만족도검사

1

이화방어기제검사

1

로샤검사

1

▶ 현재 사용되고 있는 MMPI, 문장완성검사, 결혼만족도 검사를 통한 예비양부모 이해가
가장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세 가지 검사에 대한 심리평가는 실무과정에서 특히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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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리평가 보고서에 추가되기를 바라는 검사도구나 항목 (3명 응답)
○ 종합검사보다는 입양부모에게 필요한 검사만 선택 실시
○ TCI와 같은 기질, 성격전반 다루는 검사, 심층투사검사(로샤, TAT등) 등
추가
○ 양부모에 따라 검사 종류 달라짐. 검사항목이 늘어날수록 양부모 부담비
용 높아지므로, 필수검사항목과 선택검사항목으로 나눠 검사를 진행하면
좋겠음
▶ 검사의 실효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입양부모 심리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7) 심리평가 활용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총 22명 응답)
내용
학교 교육과정, 학회, 자격증 취득 과정 등을 통해 심리평가에 활용
되는 검사 도구에 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입양과 관련하여 심리평가에 사용되는 검사 도구에 관한 교육을 받
은 적이 있다.

단위
(명)
6
4

입양과 관련하여 심리평가 보고서 활용에 관련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1

심리평가와 관련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11

▶ 심리평가가 유용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1명(91%)이나, 심리평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11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8%에 불과함
▶ 따라서 입양실무자를 대상으로 심리평가의 이해에 관한 교육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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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심리평가 보고서 내용 중 예비양부모 가정 조사와 중복되는 부분
(총 16명 응답)
범주
중복되고
있음

단위(명)
10

비고 (구체적 응답 내역)
- 입양 동기, 양친 성격과 가치관, 성장배경
- 부부관계, 결혼만족도, 혼인생활
- 상담원과 임상심리사의 내용을 대조하여 살펴
볼 수 있어 공통된 내용에 대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중복되지만
필요함

5

- 상담과정에서 파악되는 부분을 보완, 확인해주
는 역할을 함
- 입양기관은 아동의 복지와 가족복지적 측면에
서 접근하고, 심리검사자는 심리검사자로서의
양부모 평가가 이루어지면 효율적일 것임.

중복되지
않음

1

▶ 예비입양부모 가정조사 내용과 심리평가 보고서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은 있으나, 심리
평가 보고서 내용을 통해 상담원의 상담내용에서 탐색하지 못했거나 불충분했던 내용을
상호보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임
▶ 사회복지적 관점의 접근과는 다른 접근(심리평가적 접근) 방식의 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건으로 나타나 심리평가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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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양실무자 교육
1) 법정 실무자 교육 내용
법정 교육이 실무에 도움을 주는가에 대해 응답자 중 11명(48%)은 도움이 된다
고 응답한 반면, 12명(52%)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응답자의 절반 정도
는 현재 교육 이외에 다른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이뤄지는 입양실무자 법정 교육 내용의 적절성 (총 23명 응답)

교육내용이 예비입양부모 조사를 하는데 대체로 도움이 되고
있다.

9명

교육내용이 예비입양부모 조사를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고 있다.

2명

교육내용 중 대부분은 예비입양부모 조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9명

교육내용은 예비입양부모 조사를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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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입양실무자 법정 교육에 추가 되어야 할 교육 내용
(총 10명 응답)

○ 연장 아동 및 시설 아동의 행동특성 및 유자녀입양가정의 부모코칭 등
○ 연장아 입양관련 교육, 부부/가족/아동 상담기법 심화교육
○ 입양종사자 간에 정보 공유 및 사례 공유에 대한 워크샵 형태의 교육

○ 판사들의 보정 명령과 관련한 세부 지침 및 설명 필요. ex) 양부모의 기본
증명서를 왜 내라고 하는지. 무엇을 보고자 하는지 전혀 설명이 없음
○ 사례관리
○ 상담 기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 사례를 활용 교육
○ 연장아동 입양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 방법 및 상담 기법, 입양 후 발생 문
제 해결 방법
○ 내용의 다양성보다는 전문성이 가미되면 좋겠음. 그동안 교육은 비교적 상식
적인 차원 혹은 실무경험을 나누는 정도의 수준으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함.
○ 입양 아동 심리 발달과 입양 가족 지원
○ 친양자 입양 이해를 위한 법률적 이해 등
○ 구체적인 사례, 조사 매뉴얼(어떤 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 연장아동 및 상담기법, 입양 후 관리, 상세한 조사매뉴얼 안내 등 입양관련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전문적 내용의 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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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 교육 필요성
법정 교육으로 정해진 입양 실무자 교육 이외에 입양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교육
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11명(48%)이며 받
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12명(52%)으로,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다른 교육의 필요성
을 인식하여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추가 교육이나 훈련 받은 경우, 교육내용과 교육시간 (총 9명 응답)
단위

내용

(명)

입양기관 내 교육 : 실무자 교육(연 2회 10시간 이상), 워크샵,
상담원 회의, 실무교육

4

적극적인 부모역할(AP 교육)

1

아동학대 관련교육,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 등

1

비자발적 내담자를 위한 ADHD 청소년 대상 상담(6시간)

1

심리평가와 관련된 재교육(자격유지를 위함) 80시간이상

1

제안서 작성

1

▣

입양전문가에게 꼭 필요한 교육 또는 과정 (총 15명 응답)

○ 부모교육, 부부상담 및 가족치료 전문가 과정
○ 심리상담 교육
○ 연장아 입양관련 교육, 입양후 사후관리 교육, 부부/가족/아동상담
기법 및 치료교육
○ 입양아동의 심리적응에 관한 전문교육 등
○ 연장아 입양과 관련된 예비부모교육과 입양아동의 심리,
○ 입양과 관련된 교육과 입양에 관련된 정보 공유 등
○ 인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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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코칭

○ 심리상담 교육-검사 도구를 이용한 심리상담 이외의 대면상담 등이 중복
되므로, 검사 도구를 이용한 상담 등의 교육이 필요함.
○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상담 및 치료 과정
○ 입양특례법교육, 입양사후가정 상담을 위한 심리상담사례교육
○ 상담전문교육, 아동발달 관련교육,
○ 입양인 사후관리시스템 도입
○ 부부상담, 양육 상담을 할 수 있는 교육
○ 입양 관련 최근 동향 연구 메타 분석 등에 대한 연구 모임, 아동인권 및
법률적 지식
○ 입양아동 심리발달과 입양가족지원
○ 보고적신고인 친양자 입양이해를 위한 법률적 이해 등

3) 본인이 진행하는 입양건과 관련한 수퍼비젼이나 사례회의 여부
(총 22명 응답)
필요할 경우에만 슈퍼비전이나 사례회의가 이뤄지고 있다.

10명

모든 입양 건에 대해 슈퍼비전이나 사례회의가 이뤄지고 있다.

6명

대부분의 입양 건에 대해 슈퍼비전이나 사례회의가 이뤄지고
있다.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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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비양부모 조사에서 특히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 (총 23명 응답)
○ 양부모의 인성
○ 결혼 앨범 및 가족사진 등을 통해 가족의 분위기 파악,

집안의 정리정돈,

청결, 주변의 유해환경, 입양에 대한 준비상태
(아동물품이나 아기방 꾸미기 등)
○ 부부 개별 상담을 중점적으로 해야 함.
○ 아동 부양 및 교육 능력, 범죄여부
○ 양부모의 부부관계와 의사소통 상황, 신체적/심리적 건강여부, 범죄수사경
력(실효된 형 포함)사실, 경제적 능력, 입양 후 구체적인 양육계획 등
○ 결혼생활, 부부갈등 여부
○ 불임 상처 극복, 입양에 대한 생각(편견, 미혼모에 대한 생각 등), 양가가
족들의 입양에 대한 태도와 반응, 자녀 양육에 대한 기대, 입양 후 입양아
동의 건강상/정서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태도 등
○ 부부만족도, 상처(사별, 부부문제)에 대한 이해, 극복, 내상과 레질리언스
○ 입양의 동기와 양부모의 입양에 대한 의견 일치. 자녀양육에 대한 계획과
준비 등
○ 진심으로 아동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입양을 하는 것인지
○ 심리평가(인성)
○ 입양동기 및 상담을 진행하며 보이는 태도(ex.서류 준비 시 적극성)
○ 범죄경력, 건강상태, 자녀양육태도
○ 입양에 대한 인식, 동기, 양육능력
○ 원가족 내의 관계 원형과 성장과정에 발생한 상처, 트라우마 등
○ 경제적, 정신적인 측면
○ 양육관
○ 부부 상담
○ 부부 관계 및 부부의 문제 해결방법
○ 모든 영역이 철저하게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심리적, 신체적 질병력,
범죄력, 경제적 안정성도 중요한 변인이며, 더불어 개인적으로는 예비양부
모의 인품, 품성, 성격적 특성 및 양육경험 혹은 아동을 대하는 자세 등을
특히 중요하게 보고 판단함.
○ 부부관계(혼인생활)와 사회적 안정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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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내용의 진실성
○ 양부가 제출하는 서류 (재직증명서등)
○ 양부 성장과정 및 현재 가족에 대한 만족도와 입양을 원하는 이유
○ 불임과 난임일 경우 정신적인 안정 상태 및 성격 및 분노조절, 스트레스
해소 등의 부분
○ 재혼가정의 경우 전배우자와의 결혼부터 구체적으로 질문

(7) 예비양부모 조사 관련 의견 제시 (총 5명 응답)
○ 입양 전 가정조사를 1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불시방문은 (비공개 입양
의 경우) 양부모의 인권침해문제가 있음
○ 집에 자주 없는 경우는 입양상담원 여러 차례 방문해야 불시방문이 이루어
지므로 시간 및 경제적 손실
○ 불시방문은 예비양부모에게나 입양실무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음
○ 예비양부모 조사와 입양진행, 입양 후 사후관리를 위해 입양기관에 모든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정부차원의 충분한 예산지원을 통해 전문
인력 확보와 양성을 통해 면밀하고 수준 높은 입양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
록 지원필요
○ 입양부모자격조사는 아동이 편안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예비양부모
의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안정성을 확인하는 과정
○ 그런데 입양부모로서의 자격을 수사기관에서 하듯이 조사한다는 생각을 없
었으면 함
○ 입양기관은 예비입양부모의 안정성을 심사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예비입
양부모가 안정된 생활 속에서 편안하게 자녀를 받아들이고 평생을 행복하
게 살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지하며 동반하는 기관임
○ 구체적인 체크리스트의 매뉴얼화 되었으면 함(조사를 위한 점검리스트 필
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보고 어떤 부분을 더 주의 깊게 봐야하는지 확신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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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존 입양부모 인터뷰 분석7)
입양특례법 이후 자녀를 입양하여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
였다. 인터뷰의 목적은 입양 당사자 입장에서 입양부모 조사와 관련한 전반적 현황
을 파악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내 용
▣ 준비 서류가 많았으나, 제출 요구한 모든 서류가 필요한 서
서류 준비

류임.
▣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음
▣ 법원에 입양서류를 제출 전의 가정조사 횟수 : 1번 또는 2번
▣ 가정방문 시 질문 및 시찰 사항
- 방문 시, 아이 방의 사진을 찍거나 집안의 환경상태를 살
펴보는 등 아이를 양육할만한 환경인지 알아보는 조사를

가정 조사

실시함.
- 경제적 환경이 불확실하다고 여겨 서류상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시찰함
- 불편해도 가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 불시방문 : 대략 집에 있는 시간을 알려주고 사전 협의에 의
해 불시방문을 함
▣ 심리검사 부분이 가장 까다롭게 느껴졌음. IQ검사를 받았음.

심리 평가

심리검사를 받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림.
▣ 가정에 대해 문제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만 서류제출하기 전
에 했으면 함.

입양기관
상담원
역할

▣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함
- 입양절차에 있어서 입양부모와 여러 이해관계 사이에서 중
재자 역할을 함.

7) 입양부모 인터뷰는 본 연구의 범위가 아니었으나, 연구를 진행하면서 입양기관이 아닌
입양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입양부모연구에 필요한 사안들을 알아보기 위해 특례법 이
후 입양을 한 2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므로 이 자료는 본 연구에서 주
요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보다는, 대안제시를 위한 아이디어 활용을 위해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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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입양기관 상담원과의 상담
- 고민 상담 등의 역할을 해주지만, 상처가 되는 말을 듣기
도 함.
- 대면 상담은 2-3번 정도 실시하였음. 상담에 소요되는 시
간은 길었음.
- 유년기, 가정배경, 학령기 시절, 갈등상황에서의 대처방식
등에 대해 상담을 받았음.
- 부부가 함께 상담을 받았음. 부부 각각의 일터로 찾아오셔
서 상담하기도 함.
▣ 예비부모교육은 필요한 과정이지만, 교육내용의 보완이 요구됨
- 교육내용이 적절하고 좋았음.
- 입양부모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교육이 필
요하다고 생각함.
- 1시간 정도 실제 입양부모가 와서 실례를 들려준 시간이
유익했음.
- 아이의 연령, 공개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입양사례/선례들
예비입양
부모교육

을 교육에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이론 교육보다는 입양 사례 발표를 포함한 실제적인 강의
가 와닿음.
- 짧은 기간 이내에 연이어 입양을 진행하게 된다면 교육 부
담을 줄여줬으면 좋겠음.
- 이론적인 것 뿐 만 아니라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필
요함.
- 사전 교육시간은 8시간 적절하다고 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몇 가지만 집중교육하면 좋겠음.
- 아이와의 결연 이전에 입양자격심사가 모두 끝나는 것이 마땅함.
- 입양부모 자조모임을 통해 (비입양가정과의 관계에서는 받지

기타

못하는) 심리·정서적 안정을 얻기도 함.
- 입양 관련 다양한 채널들에 대해서는 중앙당국의 지원이 필요
하다고 생각함. 입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해소해 줄 있는
채널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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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입양에 대한 반편견 교육이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에서 충분
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함. 현재는 유치원에서 제한적으로
교육.
- 베이비 박스를 통해 보육원에 있는 연장아의 입양에도 적극적
이면 좋겠음. (처음부터 연장아 입양을 원하였으나, 입양원에
서 신생아 입양을 권하여 개인적으로 보육원부터 알아본 후
입양을 진행함.)
- 자조모임 지원 필요.
- 정부에서 입양 사후 교육프로그램 지원 필요함. 특히 사후 부
모교육 및 적절한 대처 관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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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내 현황 분석을 통한 제언
예비입양부모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입양기관 전문가 인터뷰, 전국입양기관 입양
실무자 설문조사, 기존 입양부모 인터뷰를 분석하여 국내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
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입양부모 조사방법의 개선을 위해 요구되는 사
안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예비입양부모 심리평가의 시기와 방법의 문제
입양실무 과정에서 예비입양부모 가정조사 과정에서 심리평가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심리평가의 실시 시기와 심리평가의 유형과 방법에 대한 논
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각 입양기관에서 입양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
의 상담원들이 심리평가보고서가 입양 상담과정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감안할 때,
입양기관 상담원들이 실제 입양상담 과정에 도움이 되는 시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비입양부모 심리평가를 실시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입양상담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심리평가의 범위와 관련하여 입양의사가 있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한 기
본적 심리검사와 입양상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선택 검사로 구분하여 검
사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선택검사의 경우, 입양사례의 특성 또는 입양
부모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다.
(2) 입양상담 실무자 교육의 문제
입양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양기관의 상담원들의 교육이 체계적이고 다양화되
어야 할 것이다. 입양 상담원들의 전문성과 직무 역량을 일정 수준 보유하고 유지
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실무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입양 상
담과 관련하여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또한 입양
실무의 경력에 따라 구분된 교육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예비입양부모에
대한 가정조사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양상담자의 개인적 편
견이나 왜곡된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 판단에 근거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입양실무자가 심리평가서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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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심리검사에 대한 교육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예비입양부모 교육의 문제
예비입양부모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내용 및 방법의 관리 및 예비입양부모 입
장에서의 교육 편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개별 입양기관별로 진행되고 있
는 교육을 검증된 교재의 공동 활용을 통하여 교육내용을 통일하거나, 또는 좀 더
개별 입양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특화된 교육 형태로 전문성을 살려 교육 내용을 보
강하는 방식을 통하여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예비입양
부모 입장에서 편리하게 교육에 접근하고 더 나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교육 내용은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거나, 재입양의 경우에는 교육 이수 회수나
기간을 완화시켜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필수교육 이외에 다양한 예비입양
부모가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4) 입양정보의 DB 구축 및 관리의 문제
예비입양부모에 대한 정보를 중앙입양원의 데이터베이스(DB)에 수월하게 접근하
여 원활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와 인권침해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비입양부모의 입양신청과 상담
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입양부모 조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하
고, 다양한 입양사례의 축적과 공유를 통하여 입양 상담원의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입양 상담원들이 문제 상황에 봉착했을 때 사례분석을 통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다. 또한 입양정보 데이터의 관리와 활용은 국
가기관에서 관장하여야 하며, 현재의 시스템 상 정보의 보호 및 활용의 센터 역할
을 중앙입양원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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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외 예비입양부모 조사방법 사례 분석

1. 국외 예비입양부모 조사관련 선행연구
외국의 예비입양부모 조사방법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예비입양부모 자격
기준에 대한 연구와 파양 또는 사후서비스와 관련하여 예비입양부모의 자격과 자격
기준의 중요성을 제안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예, Anderson, 2005; Mallon,
2011; Hall, 2010; Patridge et al., 1986; Zwimpfer, 1983).
Patridge 외(1986)는 입양 당시 아동의 연령이 높고, 특수한 행동상의 문제를
가진 아동일수록 파양율이 높고, 부부가 입양에 동등한 책임과 헌신을 하는 가정은
파양율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아동과 양부모 간의 부조화, 아동과 양부모의 입
양에 대한 불충분한 준비, 입양사후서비스의 결여, 가족지지와 자원의 결여, 공감의
부족과 불완전한 애정, 가족체계의 긴장과 과도한 부담 등은 기관의 행동 역할에
의해 사정될 수 있고 경감될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Zwimpfer(1983)는 입양아 연구에서 27세 이하의 양모, 3년 이하의 결혼기간,
친자가 있거나 불임이 아닌 가정, 낮은 사회경제적 배경, 입양당시 아동의 높은 연
령 등이 파양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예비양부모와 관련된 파양의
주요요인들을 확인해 보면, 예비양부모의 심사기준에 있어 연령, 사회경제적 배경뿐
만 아니라 입양에 대한 태도, 가족체계의 안정감 등의 심리적인 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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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예비입양부모 조사 사례
예비입양부모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국외사례
를 검토하였다. 입양실무의 역사가 오래되고 또 체계도 잘 갖추어져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되, 상대적으로 국내에 덜 소개되어 있거나 우리나라의 예비양부모 조
사방법 개선에 적용가능한 방법과 체계들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을 중심
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가 입양의사가 있는 양부모의 적격성, 특히 적합성 평가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각 국가별 입양체계 중에서 전반적인 입양의 요건과
입양의 절차를 간단히 소개하고 입양부모의 평가방법에 한정하여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국외 조사국가는 체코, 덴마크, 스웨덴, 필리핀이며, 해당국가의 입양관련 법령
및 지침, 입양평가 핸드북, 가이드북 등의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각국의 입양 업무
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와 중앙입양당국 홈페이지에 제시된 분석자료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자료출처는 <표 Ⅲ-1>과 같다.
<표 Ⅲ-1> 국가별 참고자료 출처
국가

자료명

출처

• 체코 국제입양 전반적 개요

체코

• Law No. 89/2012 Coll. Civil
Code

• Law No. 359/1999 Coll

스웨덴

• 스웨덴 입양 전반적 개요
• Conditions for associations
authorized under the
intercountry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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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국제 법적 보호국
(Office for International Legal
Protection of Children)
- http://www.umpod.cz/
체코 유럽소비자센터
(European Consumer Centre Czech
Republic)
http://www.evropskyspotrebitel.cz/
체코 노동 사회부(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 https://www.mpsv.cz/cs
스웨덴 해외입양당국
(Family Law and Parental Support
Authority)
- http://www.mfof.se/

국가

자료명

출처

intermediation Act(1997:192)
• Legal provisions concerning and
option

덴마크

필리핀

• Adoption handbook for the
Sweden social service

스웨덴 보건복지부
(The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 https://www.socialstyrelsen.se

• 덴마크 국제입양 전반적 개요

덴마크 국제입양당국
(Danish International Adoption)
- https://www.d-i-a.dk/

• Executive order on the Danish
Adoption Consolidation Act
• Executive Order on Approval of
Adoption
• Guidance on assesment of heath

국가사회상소위원회(Ankestyrelsen
/The National Social Appeals Board)
- https://ast.dk/

• 필리핀 국제 입양 전반적인 내용

필리핀 국제입양당국
(Inter-Country Adoption Board)
- https://www.icab.gov.ph/

• Rule on adoption: Domestic
adoption/Inter-country adoption
• Domestic adoption: Act No. 8552
• Inter-country adoption: Act No.
9523

필리핀 법령 데이터뱅크
(THe LawPHiL Project)
- http://www.lawphil.net

가. 체코
체코에서는 가족법에 입양 관련 법령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1949년부터 미성년
자의 입양은 고아, 원하지 않거나 유기된 미성년자의 이익의 관점에서 입양을 이해
하고 있었으며, 1989년 국제 인권규약 가입에 따라 체코의 입양 관련법도 아동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다. 2012년 말, 새로운 민법은 Act No.89/2012 Coll로 채택,
2014년 1월 1일 발효되었는데, 새로운 민법에서는 친가족의 아동양육에 대한 법적
의무를 강조하면서 입양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부모는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아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경계해야 하지만, 법원은 법에 따라 입양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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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Kralickova, 2014). 체코의 입양 관련 법령은 Act
No. 89/2012 Coll(New Civil Code, 이하 NCC)과 Act No. 359/1999 Coll(Social
and Legal Protection of Children, 이하 아동법)로 입양부모 요건, 입양승인 과
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 입양의 요건
입양부모와 입양아동 간의 연령 차이는 일반적으로 16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
나 예외적으로 입양아동의 후견인이 법적 절차 내에서 입양을 승인하고 입양이 아
동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입양부모와 입양아동 간 연령 차이는 16년 이내일 수 있
다. 배우자 한 명 혹은 두 명 모두 입양을 신청할 수 있다(NCC 800조). 부부가 아
동을 입양할 경우, 공동 입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NCC 803조), 아동은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입양될 수 있다. 즉, 아동의 부모가 입양신청인에 의한 입양 승인을
고지받은 경우, 부모로서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입양이 가능하다. 또한
부모를 모르거나, 고아 또는 베이비 박스에 유기된 아이들이 입양될 수 있다
(Kralickova, 2014). 또한 법적 능력을 가진 성인만이 입양부모가 될 수 있으며, 입
양이유, 생활 방식, 입양동기 등 입양아동의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고 보증한다는
전제 하에 입양부모가 될 수 있다(NCC 799조).
(2) 입양의 절차
입양결정은 아동의 부모, 부모를 대신해 승인 권한을 가진 자, 입양부모의 배우
자 승인 없이는 수행될 수 없다. 미성년자의 입양은 신청인이 신청한 법원에서 결
정한다. 외국의 아동 입양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인은 입양을 승인하는
관할 기관의 최종 결정문을 첨부해야 한다. 법원에서 입양이 결정된 후, 입양 부모
는 아동의 부모로서 출생, 사망, 결혼 기록부에 등록된다(NCC 796~797조).
1) 입양에 대한 승인
체코에서는 입양에 대한 부모와 아동 승인 모두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 입양에
대한 아동승인이 필요하다. 입양 아동이 12세라면, 입양승인의 결과에 대해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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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입양아동이
최종 승인을 통보하기 전에 법원은 입양 승인의 목적, 관련 내용, 결과 등을 아동에
게 조언해야 한다. 만약 아동이 12세 미만이라면, 입양승인은 아동의 후견인이 대신
해서 수행한다. 후견인은 입양승인 이전에 입양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결론
을 내릴 수 있는 모든 사실들을 검토해야 한다(NCC 803, 806~807조).
둘째, 입양되는 아동의 부모 승인이 필요하다. 법원에 제출하는 개인 진술서를
통해 승인이 이루어지는데, 만약 특정조건에 적용받거나 일시적인 경우 승인이 이
루어지지 않는다. 부모가 완전한 법적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아이에 대한 부모의 입양 승인은 필요하지만, 부모가 16세가 되지 않았다면 입양에
대한 승인을 할 수 없다. 특히 입양되는 아동 어머니의 경우 자녀 출생 6주 이후에
입양 승인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 이루어졌을 경우 승인은 무효가 된다. 입양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 6년 이내에 입양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입양에 대한 승인은
효력을 잃게 되며, 승인이 이루어진 후 3개월 이내에 철회될 수 있다. 만약 아동의
부모가 자신의 의지를 표명할 수 없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인식할 수 없거
나, 부모가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입양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부모의 입양
승인 필요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며, 법원에서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가 없다고
결정한다 해도, 아이의 후견인의 입양 승인이 필요하다. 특히 후견인은 입양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과 관련된 모든 결정적 요인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
이다(NCC 806～821조).
2) 입양 이전의 의무 양육기간
아이의 부모가 입양 승인을 한 후 즉시 예비 입양 부모의 동의하에 이들은 아동
을 위탁된다. 입양 아동은 입양부모가 입양법원에서 아동과 입양부모가 상호간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조사를 수행한 이후에 입양 부모가 아동의 양육을 맡길
지 결정한다(NCC 823～827조). 또한 입양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입양 아동은 입양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며, 입양 이전의 입양아동 보살핌은 입양목적을 달성하
는 관계로 발전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하며, 최소 6개월 이
전에 끝나서는 안 된다. 이 기간 동안 예비 입양부모는 자부담으로 아동을 보호하
게 되며, 아동의 부모 또는 다른 사람들의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는 중지된다(NCC
8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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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결정 및 입양의 효력
입양 전 의무 양육을 성공하면, 입양신청인은 입양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법원
에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입양이 결정되면, 본래의 가족과 관계의 효력을
잃게 되고, 입양신청인과 그 가족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 또한 법원은 입양아
동이 예전의 성과 입양부모의 성 두 개의 성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NCC 835조).
(3) 입양의 평가
법원에서 아동과 입양부모가 상호 간에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조사를 수행한다.
적합성 여부 조사는 입양부모, 입양아동 각각 조사한다. 입양 부모의 경우, 입양 부
모의 성격과 건강상태, 아동 양육 능력, 입양동기뿐만 아니라 주택과 가정환경을 조
사하며, 입양아동의 경우, 아동의 성격 및 건강상태, 아동이 자라온 사회 환경, 아
동의 개인 신상에 대한 권리 등을 조사한다. 아동과 입양부모의 종교적, 윤리적, 문
화적 환경과 아동이 입양부모의 보호 하에 있었던 기간 등에 대해 조사한다(NCC
827조). 아동법에서는 입양아동과 입양부모의 관련 서류와 자료 관리를 보다 구체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입양 아동의 경우, 개인 정보, 시민권 증명서, 아동 및 부
모, 형제자매, 조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자료, 입양조건을 충족하는 증명서, 아
동 양육에 대한 관련 당국의 결정 자료, 아동의 신체 및 발달에 관한 보고서를 요
구한다. 입양 신청인의 경우, 신청인 성, 이름, 생년월일, 거주 등을 포함하는 신청
서, 시민권 증명서, 형사판결 기록 사본(전자방식으로 제출), 15세 이상부터 신청일
까지 3개월 이상 거주한 주에서 발급한 범죄 기록 사본, 신체상태 보고서(신청인이
작성), 경제 및 사회적 지위에 관한 자료, 입양중재 당국에 추가 데이터를 제출 서
면 승인, 자녀양육 관련 교육 참여에 대한 동의서 등을 관리하고 있다(아동법 2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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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덴마크
덴마크에서 입양신청의 승인은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공동협의회
(Joint Councils)에서 결정한다. 각 지역에 공동협의회를 하나 이상 설립해야 하며,
공동협의회는 신청인이 입양승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
며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위원회 구성은 사회복지, 법률, 의료 전문가로 구성되며,
이 중 한 명은 지방정부 직원이어야 한다. 가족부(Department of Family Affairs)
는 입양 기관들을 감독하고, 국가입양위원회(National Adoption Board)는 공동협
의회를 관리 감독을 하고 있으며, 공동협의회의 결정에 대한 불평을 다루며, 해외
입양기관들의 활동과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계 과정을 감독한다. 위원회 의장은 고
등법원 판사 또는 대법원 판사가 맡게 된다.
덴마크의 입양법은 덴마크 통합 입양법 시행령(Executive order on the
Danish Adoption Consolidation Act: 이하 통합 입양법)과 입양부모 승인 시행령
(Executive Order on Approval of Adoption)에 규정되어 있으며, 입양신청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평가 지침(Guidance on the Assesment of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Adoption Applications: 이하 건강평가 지침)에 입양신청인의
부모자격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1) 입양의 요건
입양부모가 되려면 25세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
는 18세 이상 신청인에게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입양신청인이 기혼자라면, 부부가
함께 입양신청을 해야 하는데, 배우자가 실종되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배우자 동의
없이 입양은 불가능하다(통합 입양법 제5조). 또한 입양신청자와 입양아동의 연령차
이가 40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입양부모 승인 시행령 제7조).
그러나 입양아동이 12세라면, 승인되기 전에 입양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전
에 입양철회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철회에 관한 법률 등의 효력에 대해 안내받아야
한다. 만약 12세 이하 아동이라면, 아동의 연령, 성숙도를 고려해 제안된 철회에 대
한 아동의 태도에서 확인되어야 한다(통합 입양법 제8조). 배우자의 자녀 또는 입양

- 65 -

자녀, 손자, 형제자매의 자녀, (특히 오랜 기간 친밀하게 가깝게 지내는) 신청인 부
모의 자녀를 입양할 경우, 입양 승인 과정이 요구되지 않는다(입양부모 승인 시행령
제2조). 배우자 중 한 명과 아동의 연령 차이가 40세 미만이거나, 이전에 아동을 입
양 후 적정시간이 경과한 후에 또 다른 아동의 입양을 신청하였거나, 그 외 특별한
사항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
상, 2년 6개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한 부부만이 입양인으로서 승인될 수 있다(입양
부모 승인 시행령 제7조, 제9조).
(2) 입양의 절차
입양 신청 시 필요한 양식은 입양신청서, 출생증명서, 세례명과 출생명, 기혼인
경우 결혼 증명서, 납세 증명서와 채무 불이행 선언서, 건강진술서, 의료증명서이다.
건강진술서는 승인된 양식에 신청인이 작성해야 하며, 건강증명서는 신청인의 주치
의가 승인된 양식을 발부해야 하며, 다른 의사가 건강증명서를 발급했다면,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건강증명서는 3개월 이내의 것
이어야 한다(입양부모 승인 시행령 제5조).
입양승인의 조사절차는 1단계는 입양인이 입양신청서를 제출할 때 시작되며, 2
단계는 예비 입양부모 준비코스에 참여하고, 3단계는 지원자의 요구 후에 지방정부
나 공동협의회가 조사나 승인과정이 지속될 것이라는 통지를 하게 되는 시점에 이
루어진다. 1단계에서는 신청인의 기본조건들이 충족되는지 확인하는 단계이다. 만약
신청인의 기본 조건이 충족된다면, 지방정부는 공동협의회에 해당사례를 제출하지
않아도 조사와 승인과정을 지속할지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지원자의 기본요건이 충
족되었다면, 공동협의회는 조사와 승인 절차를 지속해도 된다는 결정을 할 것이고,
신청인의 조건이 부합되지 않는다면, 입양 승인신청서가 거부되었음을 고지해야 한
다.
2단계는 예비 입양 준비코스로 가족부에서 기획하고 제공한다. 지방정부 또는
공동협의회가 조사와 승인절차를 지속하라고 결정한 이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
양의 기본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신청인은 가족부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하며 전체 코
스를 모두 이수해야 한다. 코스 주관 부서의 어느 누구라도 지방정부나 공동협의회
에 신청인의 입양부모로서의 승인에 관한 어떤 정보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예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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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승인 시행령 제18~21조). 코스 참여 비용은 1,500DDK로 가족부가 매해 적용되
는 비용을 고지한다.
3단계 실행을 위한 신청서는 지방정부 또는 공동협의회가 조사 절차와 승인을
지속한다는 확인서를 발급한 후 3개월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는데, 만약 신청인이
예비 입양 준비코스에 참여할 경우 1년 이내에 작성되어야 한다. 신청인의 개별평
가 이후에 입양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3단계에 따라 신청인은
입양부모로서 승인된다(예비부모 승인 시행령 제11~14조, 제18조).
지방정부는 입양완료 후 입양부모 상담 서비스와 가정방문을 실시하며, 국내 또
는 해외 기관에서 요구할 때 후속 보고서 작성을 하는데 협력해야 한다.
(3) 입양의 평가
덴마크 입양법은 신청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상태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간주
하고 있다. 덴마크는 입양신청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평가 지침(Guidance on the
Assesment of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Adoption Applications)이라
는 별도의 지침을 통해 입양부모의 건강상태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
고 있다. 신청인의 건강 예측은 입양 승인에 중요한데, 신청인의 건강상태가 현재
시점에서 양육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입양아동의 아동기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사망이나 아동 양육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평가
지침서는 질병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지침은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지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개별 신청인에 따라 일반적인 건강상
태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건강 문제들의 심각성을 포함하면서 구체적으로 평가되어
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신청인은 건강진술서를 작성하고, 주치의로부터 의료증명
서를 발급받는다. 의료증명서는 신청 시점에서 3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고 건강진술
서와 의료증명서에서 건강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지방정부는 전문의로부터 진단,
치료, 예후를 포함하는 진술문을 얻어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신청자의 사망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초과사망률 개념을 사용한다. 초과사망률
은 건강한 모집단과 비교했을 때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신청인이 15~20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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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의미한 초과사망률을 나타내는 질병이 있다면, 입양인으로서 승인될 수 없다.
신청인의 건강 평가는 질병, 치료, 입원 등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 여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가족들 일상의 삶과 아동의 돌봄, 친밀
감, 도전, 경험에 대한 욕구를 살피는 신청인의 능력에 질병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측정해야 한다. 부부 중 한명의 신청인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상대 배우자가 매우
높은 초과사망률을 보이거나 투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입양은 승인되지 못한다.
① 심장과 심장계 질환
선천적인 심장질환은 기형의 한 종류로 보통 수술로 완치되거나 호전을 보이기
때문에, 입양은 승인된다. 그러나 치료되지 않거나 심장기능이 악화되는 경우, 조기
사망의 위험으로 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승인 시점에 심장기능이 정상일지라도 이
전병력에 심장 혈전을 가지고 있었다면 승인은 거부된다. 심장판막이 있는 경우 원
칙적으로 승인은 거부되나, 새로운 심장판막을 이식한 경우 심장기능이 정상적이고
신청인이 적절한 치료를 하고 있으면 입양신청은 승인될 수 있다. 신청인이 비정상
적인 심장박동을 지닌 경우 심장기능이 약화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승인될 수
있으나 특정 심장박동 이상은 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② 정맥 질환과 고혈압
정맥류와 정맥혈전은 승인거부로 이어지지 않는 질병이다. 그러나 정맥혈전이
폐동맥에 퍼져 폐동맥 일부가 영구적으로 차단되는 경우 예후가 좋지 않고 조기 사
망 위험이 있어 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고혈압의 경우, 혈압이 잘 치료되고 합병증
을 수반하지 않으면 승인은 거부되지 않는다. 그러나 치료 후에도 혈압이 높거나
신장, 뇌에 합병증이 생기거나 망막의 문제, 뇌 혈전, 대뇌출혈, 신장기능 약화 등
후유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승인은 거부될 수 있다.
③ 폐질환과 신장질환
폐질환의 대부분은 천식이나 만성기관지염이다. 이 경우 신청인은 의료 전문가
의 진단을 받아야 하며, 만약 폐기능이 약화되었다면 조기사망의 위험으로 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신청인의 약물의 양과 흡연 여부가 중요한 평가기준이 된다.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신청인은 의료 전문가에 의해 조사를 받아야 하며, 만약 신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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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 약화되었거나 신장기능의 지속적인 위험이 있다면 승인은 거부될 수 있다.
④ 위장장애와 신경계 질환
위궤양 질환은 대체적으로 승인이 되지만, 크론병의 경우 일반적으로 승인이 거
부될 수 있다. 그러나 수년간 크론병의 증상이 없었다면 승인이 될 수 있으며, 의료
전문가의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입양신청인에게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신경계
질환은 간질이다. 간질이 잘 치료되어 신청인의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면 승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탈수초화 질환은 심각한 장애로 일반적으로 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은 일반적으로 승인이 거부되지 않지만 빈번하고 극심
한 편두통, 만성적인 긴장성 두통이나, 약물을 대량 복용할 경우 승인이 거부된다.
⑤ 자기면역 질환, 당뇨, 대사질환
자기면역 질환의 일반적은 질환이 만성 관절 류머티즘과 피부질환인 건선이다.
이러한 질병을 앓고 있는 신청인은 승인이 거부되지 않지만 심각한 경우 승인이 거
부될 수 있다. 또한 신청인이 10년 이상 당뇨를 앓았다면 신청인은 반드시 전문인
에게 진단을 받아야 하며, 증세가 심각하지 않다면 승인이 된다. 그러나 미세단백뇨
발생, 망막 변화, 신장 합병증으로 승인은 거부될 수 있다. 대사질환은 일반적으로
쉽게 치료되는 것으로 호르몬이 정상수준이면 승인될 수 있다. 그러나 신진대사 조
절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눈에 합병증을 가진 경우 전문가의 평가를 받고 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⑥ 비만, 장기이식환자
비만은 체질량지수(BMI)를 측정하는데, 가벼운 과체중은 승인거부가 되지 않지
만, 과도한 과체중은(남자 BMI 33~38, 여자 33~40)은 전문가의 조사가 필요하다.
체중 감소는 일반적으로 신청인의 건강상태를 측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전 승
인과정에서 과체중으로 인해 승인이 거부된 적 있거나 체중 감소 후 재신청한 경우
체중감소가 적어도 6개월 간 안정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주치의 등이
작성한 의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장, 간, 심장의식을 받은 신청인은 승인이
거부된다. 골수의식을 받은 신청인은 더 이상 약물복용을 하지 않고 질병을 치료받
았다면 전문의 평가를 거친 후 승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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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암
암과 백혈병으로 치료 중인 신청인은 승인이 거부된다. 이전에 암이나 백혈병으
로 치료를 받고 완치된 신청인은 재발될 위험이 적을 경우 전문인의 진단에 따라
승인될 수 있다. 완치된 후 8년 동안의 관찰기간을 갖는다. 유방암이나 사마귀암의
경우 다른 암보다 추후 재발 위험이 많아 승인이 거부될 수 있으며, 고환 암의 경
우 다른 암보다 관찰기간이 더 짧을 수 있다. 자궁경부암은 완치된 후 승인될 수
있으며 5년의 관찰기간을 갖는다. 전이가 없는 아직 성장기의 젊은 신청인, 비흡연
자는 3년의 관찰기간을 가지며, 전이된 경우 5년의 관찰기간을 갖는다. 피부암과 사
마귀암은 승인이 거부되지 않지만 전문의의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⑧ 약물부작용, 면역억제치료, 에이즈
특정한 약품의 장기복용은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명확한 부작용을 야기한다. 이
는 암의 약물치료 혹은 세포증식 억제 치료 등에 중요하게 적용된다. 질병의 특징
과 약물에 대한 특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자가면역 질환이 심각하거나 장기이식을
한 경우 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치료가 완료된 후에는 지속성, 약물의 유형, 질환
의 특징 등에 대한 특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에이스 환자와 보균자는 예후
가 심각하기 때문에 승인이 거부될 것이다.
2) 정신건강
정신건강 평가는 입양신청인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와 매우 밀접하다. 신청자의
정신건강과 성격은 입양부모로의 적합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정신건강의
긍정적인 평가는 다른 부정적인 요인들을 상쇄하지만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기
매우 어렵다. 정신건강과 관련한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와 특성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안내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입양목적을 위한 신청인의
정신건강을 평가하기 위해서 정신균형, 지적능력, 분별력, 성숙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공감하는 능력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신건강의 적합성 평
가는 일반적인 정신병학적 조사로는 충분하지 않다. 가능하면 검사 도구를 기초로
신청인의 성격과 대인관계에 관한 배경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관점을 갖고 심리적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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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반복되는 우울증 혹은 불안, 강박증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
반복되는 우울증 혹은 불안, 강박증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로 신체적, 정신적 고
통을 받고 있는 신청인은 승인이 거부된다.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거나, 아동과의 안
정적인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영구적인 정신장애와 기분장애
조현병과 같은 영구적인 정신병적 장애와 기분장애를 포함하는 반복적인 정신질
환의 경우는 승인이 반드시 거부된다. 신청인의 어린 시절에 일시적인 정신장애를
겪는 경우 승인 거부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질병시기에
관한 의학정보는 질병이 특정한 상황에 의해 유발된 것인지 혹은 성격이나 유전적
특성의 약화로 유발된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 만약 질병이 특정한 외적 상황에 의
해 발생되었다면 승인은 고려될 수 있다. 정신의학 또는 심리학적 조사는 그 질환
의 원인을 평가하고, 그 질환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하기 위해 수행된다.
③ 지적장애
지적장애 신청인은 입양부모로 승인될 수 없다. 아동이 일반가정보다 지능적인
자극을 덜 받게 되는 가족 환경은 아동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승인될 수 없
다.
④ 성격장애
성격장애를 가진 신청인은 아동양육에 부적절하므로 승인이 거부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사회적 적응성과 작업능력뿐만 아니라 그 조건들이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
을 미치고 정서적 삶, 책임감 등을 방해하는지가 수반된다.
⑤ 적응문제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거나 약물, 알코올 중독과 같은 적응장애가 있던 신청인은
보통 성격장애로 보통을 받게 되므로 입양신청에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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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웨덴
스웨덴의 입양법은 1917년에 제정되었으며 입양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근거함
을 명시하였다. 현재 입양 관련 법 조문은 주로 사회복지법(Social Services Act
2011: 453) 5장, 6장과 아동 부모법(친자관계법/Children and Parents Code:
1949: 381) 4장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내입양보다는 해외에서 입양아동을 수령
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로 해외입양과 관련된 제도가 발달되어 있다. 사회복지법에
따르면, 입양을 희망하는 가족은 지역 사회복지위원회(local social welfare
committe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예비입양가족의 조건에 대한 조
사를 실시하며, 가정조사보고서와 예비입양가족의 입양 적합성에 대한 위원회 인정
서를 제출한다. 위원회가 입양을 결정을 하기 전에 가족은 부모교육 코스(parent
course)에 참석해야 하며,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아동은 입양가정에서 태어난 것과
동일한 지위를 얻게 되며. 스웨덴 시민이 입양한 12살 이하의 아동은 자동적으로
스웨덴 시민이 된다.
2008년 국가보건복지위원회(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는 사회
복지위원회의 입양활동에 관한 국가위원회의 일반적인 권고안(SOSFS 2008:8.
National Board General Advice on Social Welfare Committee Handling
Cases about Adoption)을 발표하였으며, 보건복지위원회는 입양부모 심사 담당
사회복지사가 권고안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는지 감독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스
웨덴 국가보건복지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socialstyrelsen.se).
(1) 입양의 요건
아동 부모법은 25세 이상의 성인만이 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제1조). 입양아동의 나이가 12세 이상을 경우 직접 아동의 동의를 받지 않
으면 입양을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16세 미만으로 아동의 의사를 묻는 것이 본
인에게 해가 될 경우나, 정신질환 또는 다른 유사한 상황에 기인하는 경우는 동의
를 요구하지 않는다(제5조).
18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의 동의없이 입양이 되지 않으며, 모친의 동의는 분만
으로부터 충분히 회복된 이후에 얻어야 한다.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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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는 양측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타인의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 양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모 동의의 예외는 부모가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거나
아동을 보호하고 있지 않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만약 부모 각각이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특별히 지정된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5조 a).
(2) 입양의 절차
법원은 입양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한다. 법원은 입양이 아동의 이익에
부합되고, 입양신청인이 아동을 양육해왔거나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입양
신청인과 아동 간의 인적 관계에 있어서 입양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입양을 허
용한다. 입양의 적절성을 결정할 때, 아동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은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의사를 참작해야 한다(아동 부모법 제6
조).
사회복지법(Social Services Acts)에서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조사한 아동이 양
육될 개별가정8)의 양육 환경에 대한 타당성과 조건에 대한 평가 없이 보호에 대한
동의 또는 인정 하지 않는다. 위원회에서 조사한 개별가정의 조건과 타당성 없이
일시보호 및 양육을 목적으로 아동을 받는 개별 가정에 아동을 배치할 수 없다(사
회복지법 제6조).
사회복지위원회는 다양한 형태의 보호를 받는 아동들이 좋은 조건에서 보호받
고, 양육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인 및 부모에게 필요한 조언, 지원, 기타 지원을 제
공해야 한다(사회복지법 제7조). 사회복지위원회는 이 보호가 지속적으로 필요한지
여부와 보호의 초점과 계획에 대해 적어도 6개월에 한번 씩 평가해야 한다. 3년 동
안 아동이 동일 가정에 배치되었을 때, 사회복지위원회는 양육자의 보호이전의 이
유가 있는지에 대한 특별심사를 실시해야 한다(사회복지법 제8조). 민간단체 및 개
인 간 미성년자의 가정 배치 활동은 금지한다(사회복지법 제10조).
해외거주 아동의 경우, 아동의 부모가 아닌 자로부터 입양하거나 아동의 양육권
을 갖기 위한 목적이라면 사회복지위원회의 동의 없이 받을 수 없다. 아이가 거주

8) 입양뿐만 아니라 일시보호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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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나라를 떠나기 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청자가 입양에 적합한 경우
에만 승인될 수 없으며, 평가를 할 때, 신청자의 입양아동에 대한 이해 및 지식, 아
동의 요구, 입양에 대한 인식, 신청자의 연령, 건강상태, 인격 및 사회적 관계를 고
려해야 한다(사회복지법 제12조). 입양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입양자격 평가 기간 동
안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사회복지위원회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 입양의 조건
이 더 이상 만족하지 않는 경우, 동의는 취소될 수 있다. 만약 입양가정의 거주환경
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면, 입양부모가 이미 아동을 받아들였다하
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사회복지법 제13조).
(3) 입양의 평가
보건복지위원회는 2009년 입양부모 평가에 관한 핸드북(Adoption: Handbook
for the Swedish social services)을 발간하였으며, 핸드북은 국제입양, 사회복지
위원회의 의무와 책임, 예비 입양부모의 사전 부모교육, 입양평가 등에 관한 매우
구체적인 입양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 평가절차 목적
지역 사회복지 위원회는 입양 신청자들은 정식 신청을 하기 전에 예비 부모 교
육 과정에 참여하도록 권유한다. 평가절차의 목적은 첫째, 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수
집 및 분석하고, 둘째, 아동의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신청자들의 적합성에 대한 결
론 도출, 셋째, 보고서에 신청자에 대한 관련 정보들과 평가담당 사회복지사의 결정
에 대해 표현하고(보고서에는 신청자의 입양동의 승인에 대한 지역 사회복지위원회
에게 추천할 사항 포함), 넷째, 아동의 출생국가에서 후에 사용될 평가 보고서에 신
청자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는 것이다.
2) 평가방법
입양 담당 사회복지사들은 애착이론에 근거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심리학자들에게 신청자들을 위탁할 것을 결정할 수 있으며 심리학자들의 보고서는
반드시 신청자들의 성격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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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입양 신청자 평가방법
구분

내 용
• 성인애착 질문(AAI: Adult Attachment Interview) 및 애착유형
(ASI: Attachment Style Interview) 등의 인터뷰 도구 활용
• 부부 신청자의 경우, 양쪽 배우자 동석 면담 또는 개별 면담 진행

구조적 면담

• 부부 개별 면담 진행 시, 입양에 대한 의구심, 가정폭력, 학대 등
에 대해 질문
• 부부 개별 면담을 통해 배우자 간 입양동기가 동일한지 확인 필요
(입양의 시발점, 적극적인 신청자, 입양에 대한 서로 간 동의 정도 등)
• 이전 면담 절차나 평가의 특정한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 필요
• 가정방문은 면담 과정 중 적어도 한번은 신청자의 집에서 이루어져
야 함

가정방문

• 신청자들은 입양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방안 설명, 학교, 아동보호
시설, 이웃 등 현재의 주변 환경에 대해 설명
• 평가양식에 근거하여 짧은 자서전이나 생애 이야기를 쓸 과제를 부

자전적 소재

여함
• 자신의 생애에 대해 작성함으로써 입양 동기에 대해 생각할 수 있음

아동면담

및

부모-자녀 관
찰
심리학적

• 신청자 가정에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와 자녀들의 상호작용 관찰
• 자녀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면담 진행하며 아동의 친권을 갖
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구해야 함

가

계도
평판 및 사회
적 관계 미팅

• 수세대에 걸친 가족 관계도나 심리학적 가계도 작성
• 신청자가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 신청자의 성격과 같은 세부적인 정
보를 얻음
• 신청자의 관계망에 있는 사람들과 면담 진행

건강증명서/
신원조사/의
견서/정보공

• 신청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보건당국이나 자녀의 학교로부터 의
견서를 받음

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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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에서 다루어질 주제
입양평가에서 다루어질 주제들을 BBIS 시스템 모형(아동복지 사례의 조사 및 문
서화 관련 모형)에 근거하여 제안하고 있다. 입양평가의 중요 영역을 보완하기 위한
정보수집 차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크게 아동의 요구 충족을 위한 신청자의 지
식, 통찰력 및 준비성, 부모의 능력, 가족과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Ⅲ-3> 입양평가에서 다루어질 주제
구분

내용

부적합성 요소 예시

• 애착
신청자의
지식,
통찰력
및
준비성

• 입양과 입양아동에 대한 불충분한 지

• 지속성

식과 통찰력

• 정체성

• 부모로서의 역할 상상에 대한 어려움

• 중요한 상실로 인한 슬픔

• 양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 정신적 외상 경험

• 아이 양육법에 대한 부부 간 이견

•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장애의 가능성 • 입양을 비밀로 유지하고 싶은 욕구
• 언어변화 (아동의 언어발달을 촉진 • 아동의 친가족과 기존 관계에 대한 생
하는 법)

각의 어려움 등

• 연령

• 항우울제의 장기복용

• 신체 및 정신적 건강

• 신청자의 부모와의 문제적인 관계

• 입양결정의 근거
신청자의
양육기술
과 능력

• 신청자의 불안정 애착

• 개방성, 민감성, 책임감

• 아이를 원하는 것이 다른 문제를 해결

• 애착행동의 민감성

하거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의 경우

• 성찰기능

• 입양동기에 대한 부부간 이견

• 정서적 안정성

• 부모의 에너지와 주의를 쏟아야 할 특별

• 건강한 자기 독립
• 불임문제 등의 과거 정신적 괴로움 경험
• 도움 요청 및 수락 준비성

한 요구를 가진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
• 입양아동의 배경에 대한 편견 등

• 신청자들 관계의 강도와 안정성
신청자들
간의
관계,
사회적
관계와
환경

• 상호지원능력

• 다른 관계의 대체제로 아이를 원하는

• 부담감 대처능력 및 갈등 해결능력

경우

• 입양의 지원을 해줄 것으로 예측되는 • 도움과 지원을 제공할 주변 사람이 없
가까운 친척과의 건강한 관계

는 1인 신청자들

• 신청자들 간 사회적 관계에서의 충 • 재정적인 어려움
분한 지원과 위로

• 입양아동 도착 이후 해외 이민을 계획

• 다른 사람의 관점과 반응 대처에 대
한 준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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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등

4) 최종 면담 절차와 사회복지사의 분석 및 결론
사회복지사와 신청자는 평가과정에 대해 함께 지속적으로 반추하는 시간을 갖는
다. 만약 신청자의 입양 자격기준이 적합하지 않다면 어떤 점에서 개선할지에 대해
서도 다룰 수 있다. 만약 평가보고서 상에 입양 신청자의 입양동의를 권고하지 않
는다는 결과가 포함되어 있고 신청자들이 그 이유를 알고 싶지 않다면 신청을 철회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가 전반적인 평가절차의 과정을 분석하고 입양부모 적합성
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 최종 결론을 내릴 때, 아동에게 좋은 양육 환경을 제
공하기 위한 신청자들의 자원은 무엇인지, 입양이 될 수 없는 위험요소는 있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5) 평가보고서
평가보고서는 입양 신청인의 입양동의 승인여부에 대한 지역 사회복지 위원회의
결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된다. 사회복지사는 평가보고서에 신청인의 정보, 적격성,
입양 적합성, 배경, 가족, 의료기록, 사회적 환경, 입양 이유, 해외입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등 신청인이 입양에 적합한지에 관한 기록 정보들을 포함해야 한다.
법원심리에서 최종 결정이 나기 전에 신청인들은 보고서 전체를 열람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입양동의에 대한 권고사항은 평가보고서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문서로 작성된다. 사회복지사는 입양동의 승인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으며, 입양동
의 승인에 관한 모든 결정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사회복지위원회의 입
양동의는 동의승인 후 2년만 유효하다. 만약 2년까지만 신청인들의 적합성에 영향
을 주는 요소의 변화 예컨대, 실직, 질병, 가족상태의 변화 등이 있다면 위원회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라. 필리핀
필리핀은 헤이그협약에 1996년 1월 비준하였으며, 필리핀의 입양부처로는 사회
발전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Development and Welfare: DSDW)로 국내
및 국외 입양, 입양 기관에 따른 입양 및 가족 또는 친척 입양 등 모든 형태의 입
양을 담당하고 있다. 필리핀의 입양 형태는 크게 입양기관에 따른 입양과 가족 또
는 친척 입양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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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에 따른 입양의 경우, 입양기관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입양을 원하는 가
족을 찾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입양가족은 사회발전복지부 혹은 인가를 받은 아
동 배치 기관의 지원 하에 입양 지원부터 최종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입양의 경우, 친자녀와 입양 자녀 모두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가족 또는 친척 입양의 경우, 친부모가 아동을 포기한 친척이나 다른 가
족의 아동을 직접 입양하는 것이다. 입양신청의 배우자가 친부모일 경우를 제외하
고, 친부모와 입양아동 간의 법적 관계는 효력을 잃게 된다(필리핀 사회발전복지부,
http://www.dswd.gov.ph).
필리핀의 입양 관련 법 조문은 Republic Act No. 9523, 국내입양법(Republic
Act No. 8552)과 국제입양법(Republic Act No. 8043)에 규정되어 있다. Republic
Act No. 9523은 사회발전복지부의 승인 즉, 아동 입양에 대한 합법화를 선언하는
법령이다. 정부와 민간기관은 입양 관련 조사, 국내입양 허가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
고, 사전 입양서비스와 사후 입양교육 및 상담 등을 포함한 입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의 출생국가의 문화와 정체성을 보전할 수 있도록 국내입양을 촉진한다. 필리
핀 입양 관련 조사는 필리핀 국내입양법(Republic Act No. 8552)과 국제입양법
(Republic Act No. 8043)을 참고하였다.
(1) 입양의 요건
입양 아동의 연령은 신청서 제출 시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입양아동보다 최
소한 16살 많아야 한다. 국제입양의 경우, 입양아동과 양친될 자의 나이 차이는 16
살로 동일하며, 입양신청자가 최소한 27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입양, 국제
입양 모두 양친될 자가 입양아동의 친부모이거나, 입양아동 부모의 배우자 중 한
명일 경우는 16살 차이는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양친될 자의 인성, 범죄 행위로 인
한 유죄선고 여부를 확인하며, 아동 양육에 적합한 정서 및 심리적 능력이 있고, 아
동을 부양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사전 입양 서비스를 이수해야 한다. 국내입양
의 경우, 4촌 이내의 친척 아동, 필리핀 배우자의 법적 자녀를 입양하거나 필리핀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아동 입양을 하는 경우이다.
사회발전복지부 또는 인허가를 받은 아동보호기관에 자발적 및 비자발적으로 위
탁된 아동일 경우만 입양이 가능하며, 친부모의 친권이 포기되거나 입양이 취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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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입양될 수 있다. 자발적으로 위임된 아동은 부모가 사회발전복지부에 절차
에 의해 친권을 포기한 경우이며, 비자발적으로 등록된 아동은 부모가 아동 유기,
지속 및 반복적인 아동 방치 및 학대 등으로 친권을 박탈당한 경우이다.
(2) 입양의 절차
사회발전복지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부, 아동배치 또는 보호기관의 사회복지사
가 입양아동, 친부모, 입양아동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만 입양신청이 법정심리로
성립 될 수 있으며, 입양신청에 대한 법정심리에서 보고서와 권고사항을 제출한다.
입양의 모든 (법정)심리는 기밀이어야 하고 공개되지 않는다. 입양절차에 참여한 법
원, 사회발전복지부, 입양기관의 입양 관련 기록, 문서, 각종 기록물 등은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한다. 입양의 모든 절차에서 법원은 친부모가 입양을 성급하게 결정하
지 않도록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졌는지, 입양가정이 아동의 복지와 이익에 반하는
상황은 아닌지 등에 대한 증명을 요구한다.
입양신청은 양친될 자가 거주하는 가정법원에서 할 수 있으며, 입양신청서 서두
에 개명 신청, 유기 및 방치아동 여부, 자발적 및 비자발적 등록아동 여부 등 실제
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해야 한다. 법원은 사회복지사로부터 입양신청자의 입양자격
을 확인하고, 친부모가 아동포기를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도록 적절한 상담을 지원
할 것인지 결정한다.
입양승인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법원은 양친될 자에게 적어도 6개월 동안 시험
양육(Supervised Trial Custody)이라는 입양아동의 시험양육 및 보호 기간을 두어
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유대관계를 만들 수 있고 심리적, 정서적으로 서로 조정할
수 있다. 법원, 사회발전복지부, 지방정부의 복지기관, 아동배치 및 보호기간의 사
회복지사는 시험양육을 모니터링하고, 이 기간이 종료되면 2주 이내에 결과보고서
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국제입양의 경우도 시험보호를 실시하는데, 국내입양과 동일하게 아동배치 이후
6개월 동안이며, 시험보호 기간이 끝난 후에 아동에 대한 기록을 국제입양위원회로
제출한다. 시험보호 기간 동안 입양부모는 아동의 적응상태에 대한 중간보고를 중
앙정부 입양기관 또는 인허가 입양기관에 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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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최종승인 전에 사전 입양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첫째, 친부모 상담이다. 사
회복지사는 자녀 출생 전과 후에 상담을 실시한다. 친부모가 자녀를 입양을 시킬지
입양을 포기할지 재고할 수 있는 기간은 약 6개월 동안이다. 상담 서비스는 친부모
가 자녀의 입양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도 제공된다. 입양결정이 성급하게 결
정되지 않도록 사회발전복지부에서 단계별로 진행한다. 둘째, 예비입양부모 상담이
다. 부모역할을 준비하고 발생할 수 있는 입양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비 입양
부모들에게 상담, 입양포럼 및 세미나 등을 제공한다. 셋째, 예비입양아동 상담이다.
입양아동에게 입양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시키고, 자신의 연령과 성숙도 수준에 맞
는 입양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한다.
입양 신청 과정 중에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신체 및 언어적 학대가 있는 경우, 강간 및 폭행, 유기, 부모의무 불이행 등의 경우
입양을 취소할 수 있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입양부모가 원인을 제
공한 경우에는 입양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
(3) 입양 평가
법정 사회복지사는 아동, 예비 양부모,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데, 아
동조사서(Child Study Report)에는 아동의 법적 지위(입양가능 연령 등), 보호(배
치)이력,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 의학적 및 인종 문화적 배경, 아동의 가장 적절한
입양배치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아동의 생물학적 가족 배경 등이 포함된다. 양친
조사서에는 입양의 실제 의도, 입양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인지 등을 규명한다. 마지
막으로 가정조사서(Home Study Report)에는 아동양육을 위한 적절한 가정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양친될 자의 입양동기와 능력 등을 조사해서 작성한다.
아동조사서, 입양부모조사서 및 입양아동과 관련된 자료와 기록들은 사회발전복지부
에서 보관한다.
해당국가의 공인상담가와 적절한 상담을 진행하고 해당국가 법령에 따른 부모권
리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아야
하며, 해당국가 법령에 따른 입양기준에 적격해야 하며, 입양아동을 포함한 그들의
자녀에게 도덕적 가치와 본보기가 되고, 적절한 양육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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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될 자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기혼인 경
우) 또는 이혼증명서, 친자녀 또는 10세 이상의 입양아동의 경우 아동의 입양 동의
서, 의사와 심리학자(건강 및 의료 진단서, 심리평가서, 소득세 신고서 또는 재정능
력 확인 증명서, 신원조사서, 신청자 인성에 대한 신청자의 고용주 또는 교회, 최소
5년 정도 알고 지내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의견, 신청자 및 직계가족의 최근 사진이
다.
(4) 입양의 효력 및 입양기관의 역할
입양 신청인의 배우자가 친부모인 경우를 제외하고, 친부모와 아동 간 법적 관
계와 동일하게 양친과 입양아동 간에도 성립된다. 상속에 관한 문제에서 입양부모
와 입양아동은 법적 자녀임을 확인하는 특별절차 없이 상속에 대한 상호적인 권리
를 갖는다.
부당압박, 강압, 사기, 부적절한 자료진술 등을 통해 입양 승인을 받은 경우, 입
양법령의 절차 및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입양아동을 위협, 학대, 착취하는 경
우 등은 6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만 페소부터 20만 페소의 벌금을 내
야 한다.
사회발전복지부 산하에 입양 자원 및 위탁부서(Adoption Resources and
Referral Office)를 두고 있는데, 이곳에서 법적으로 입양 가능 한 아동들의 현황,
인원, 이동 등을 모니터하고, 아동들과 예비 입양부모 간 매칭을 도모하며, 국내 입
양에 대한 전국적인 정보와 교육적 홍보를 실시하며, 입양절차를 기록하고, 아동보
호 및 배치기관과 위탁가정이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제입양위
원회(Inter Country Adoption Board: ICAB)와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입양 정책연
구를 실시한다.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입양전문가가 본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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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국가별 입양부모 조사체계의 비교
체코, 스웨덴, 덴마크, 필리핀의 입양의 요건, 절차, 평가와 관련된 법령, 가이드
북, 핸드북 내용을 간략하게 표로 정리하면 <표 Ⅲ-4>와 같다.
<표 Ⅲ-4> 주요 국가 입양관련 현황 비교
국가

입양의 요건 및 절차

입양의 절차 및 평가
• 법원에서 아동과 입양부모 상호 간
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는 조사

• 입양 신청인과 아동 간 16년 차이
• 부부가 입양할 경우, 공동 입양
신청서 제출
• 입양 아동의 승인 필요. 12세
체코

이상의 경우 승인 필수, 12세
미만의 경우 후견인이 대행
• 아동의 부모 승인 필요

수행
• 아동의 경우, 아동의 성격 및 건강
상태 보고서, 성장과정 사회환경,
시민권 증명서, 아동 및 부모, 형
제자매, 조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자료 등
• 입양 신청인의 경우, 신청서, 시민
권 증명서, 형사판결 기록 사본(전

• 출생 6주 이후에 승인
• 6개월 간의 입양 이전 의무 양
육기간 제도

자방식 제출), 15세 이상부터 신청
일까지 3개월 이상 거주한 주에서
발급하는 범죄기록 사본, 신체상태
보고서, 경제 및 사회적 지위에 관
한 자료,

• 25세 이상만 신청 가능

• 입양 신청인의 경우, 입양신청서,

• 기혼 신청인의 경우, 배우자 동
의 필요

혼증명서, 납세 증명서, 채무 불이

• 입양 신청인과 아동 간의 40년
덴마크

출생증명서, 세례명과 출생명, 결

차이

행 선언서, 건강진술서, 의료증명
서 제출

• 입양 아동이 12세인 경우 입양 • 예비 입양 준비코스 필수
동의 필요

• 신체 및 정신 건강상태 중요 판단

• 2년 6개월 이상 결혼생활 유지
부부에게 승인

기준
• 정신건강 평가 시 검사도구 기초로

• 예비 입양 준비코스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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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조사 수행

국가

입양의 요건 및 절차

입양의 절차 및 평가
• 건강진술서 작성(신청인), 의료증
명서 발급
(신청 시점에서 3개월 이내, 주치
의로부터 발급)
• 구조적 면담, 가정방문, 생애이야
기, 아동면담, 부모-자녀관찰, 심
리학적 가계도 사회적인 평판 및

• 25세 이상만 신청 가능
스웨덴

• 12세 이상 아동의 경우 입양 동
의 필수. 18세 미만 아동은 부
모 동의 필수

주변인 면담, 건강증명서, 신원조
사서, 의견서, 정보 공개서
• 사회복지사가 작성한 신청인 평가
보고서 법원 제출(신청인의 정보,
적격성, 적합성, 배경, 가족, 의료
기록, 사회적 환경, 입양동기 등)

• 아동조사서(법적 지위, 보호이력,
• 입양 아동은 만 18세 미만

심리, 사회, 정신, 의학 및 인종 문

• 입양신청인과 아동 간 16년 차이

화적 배경, 생물학적 가족 배경 등)

• 입양신청인은 최소 27세 이상

• 양친조사서(입양 의도 등)

• 6개월 간 관리감독 시험양육 제도 • 가사조사서(입양동기, 능력 등)
필리핀

• 시험양육 모니터링 종료 후 법 •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증명
원에 결과보고서 제출

서, 아동의 입양 동의서, 건강 및

• 사전 입양 서비스 제공(친부모

의료 진단서, 심리평가서(의사 및

상담, 예비 입양부모 상담, 아

심리학자 발급), 소득세 신고서, 재

동상담)

정증명서, 신원조사서, 주변인 평
판, 신청인 및 직계가족 최근 사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양의 요건, 절차, 평가의 내용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
는 있지만, 입양부모 조사방법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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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양신청인의 신체 및 정신건강 평가의 문제
위에서 살펴본 4개국 모두 건강 및 의료증명서, 심리평가서를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특히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우 신체 및 정신 건강 평가를 강조하고 있는데, 덴
마크의 경우, 입양 신청 당시 양육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초과사망률 개
념을 사용하여 향후 예측되는 신체 건강까지 고려하고 있다. 일반적인 건강진술서
는 신청인이 작성하더라도, 신청인의 주치의로부터 의료증명서를 신청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받아야 한다. 정신건강 문제의 경우, 타인과의 관계 및 공감, 지적
능력 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하며, 일반적인 조사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검사도구를 기초로 심리조사를 수행한다. 스웨덴의 경우, 입양부모
평가 핸드북을 통해 구체적인 입양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입양 신청인의
‘애착수준 및 유형’을 강조하고 있어 면담과정에서 성인애착 질문지와 애착유형 검
사지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도 의사와 심리학자가 발급하는
건강 및 의료 진단서와 심리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입양 신청인 스스로
작성하는 신체 및 정신건강 진술서뿐만 아니라 의료 및 정신건강 전문가가 발급하
는 객관적 의료 및 심리평가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나. 입양부모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우, 신체 및 정신건강 지침서 및 입양부모 평가 핸드북 등
을 통해 입양 신청인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신청인의 아동 욕구와 관련된 지식, 통찰력 및 준비성, 부모로서의
능력, 가족과 환경 등 입양평가에서 다루어질 주제를 제안하고 있으며, 영역별 세부
내용과 신청인의 인터뷰 내용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예시까지 제시하고 있어
입양평가의 중요한 영역을 보완할 수 있다. 덴마크의 경우, 특정 신체 및 정신질환
별로 입양 승인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덴마크에서는 신청인의 성
격과 대인관계에 관한 배경에 구체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 검사도구를 기초로 심리
조사를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객관적인 입양 관련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입양동기 및 의도, 향후 양육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신건
강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며, 입양 신청인의 심층면담 과정에서 사회복지사 및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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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전문가들이 일관된 기준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
다. 가정조사나 심층면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문의 범위, 세부 질문내용, 질문예
시, 적절한 응답 및 부적절한 응답의 예시 등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 사전 입양 서비스 강화 필요
입양의 최종 승인 이전에 사전 입양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필리핀의 경
우, 아동의 친부모 상담, 예비 신청인 상담, 아동상담 등 입양의 관계자들을 사전
입양 전에 관리하고 있다. 입양을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도록 친부모 상담이 이루어
지고 부모 역할을 준비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양육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입양 신청인들에게 상담, 포럼 및 세미나 등을 제공한다. 또한 입양아동의 연령과
성숙도 수준에 맞게 입양에 대한 의미를 이해시키는 상담을 진행한다. 덴마크의 경
우도 예비 입양 준비코스를 제공하는데, 입양신청인의 기본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신청인은 중앙정부인 가족부에 참여 신청이 필수이다.

스웨덴의 경우도 부모교육

코스에 필수 참여해야 한다. 아동, 친부모, 입양 신청인 등 입양 관계자들의 상담,
예비부모 필수교육 뿐만 아니라 최종 입양 신청 이전에 시험양육 제도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체코와 필리핀의 경우 6개월 간 의무 양육기간을 두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입양 신청인과 아동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심리적, 정서적
으로 서로 조정할 수가 있다. 필리핀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시험보호 기간 동안 모
니터링하고 보호기간 종료 후 2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상담, 세
미나, 부모교육 등의 사전 입양 서비스는 입양 신청인과 신청인 가족에게 입양가정
으로의 준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며 사전 서비스 기간, 횟수, 교육내용, 참여자 범
위 등은 입양 아동의 이익의 관점에서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라. 입양신청 서류의 재검토 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입양신청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
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가정조사 보고서, 재정보증서, 범죄경력조회,
교육이수증명서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본 서류와 유사
하게 제출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몇몇 국가의 경우 신청인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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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의 평판 및 의견서 등이 평가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신청인과
관계있는 사람들과 면담을 진행하거나 신청인이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학교로부
터 의견서를 받기도 한다. 필리핀의 경우도 신청인의 주변인의 의견, 신청인 및 직
계가족의 최근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체코의 경우, 형사판결 기록 사번을 전자방식
으로 제출하며 15세 이상부터 신청일까지 3개월 이상 거주한 주에서 발급한 범죄기
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개입양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기 때문에 주변인을 통한 사회적인 평판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입양신청인의 대인관계, 성격, 적응 등의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자료를 확보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입양신청인의 학생생활기록부, 신청인이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학교의 의견서 등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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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입양부모 조사방법 및 절차 개선안
현재 민법상 입양과 특례법상 입양 모두 법원허가제이나, 민법상 입양은 청구인
이 직접 법원에 신청, 특례법상 입양은 입양기관을 거쳐 법원에 신청하고 있으며,
민법상 입양의 경우, 입양부모의 적격성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명시적 내용이 없기
때문에, 특례법상 입양은 입양기관에서 가정조사를 담당하지만, 민법상 입양은 법원
의 가사조사관이 가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특례법상 입양은 필요시 심리평
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민법상 입양은 심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법상 입양도 추후 가정조사와 심리평가를 특례법상 입양에 준하여 실
시하되, 민법상 입양은 특수사례들이 포함되므로 가정조사와 심리평가의 내용과 범
위가 당사자들의 언어적 및 문화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달라질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입양부모 조사방법과 절차, 내용, 주관
기관(감독기관), 교육,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절차의 조사 면접 과정에서 심리평가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1. 심리평가의 유용성 및 전통적 임상적 모델
가. 현행 심리평가의 활용 및 유용성
현행 입양 과정에서는 입양 특례법 시행규칙 제 5조에서 명시한 법원허가 필요
서류를 중심으로 신원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 심리평가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예비 입양부모는 서울가정법원과 한국 임상심리학회 간에 MOU를 맺어 법원
에서 지정한 임상심리사(임상심리전문가)로부터 심리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필수
적이다(서울 가정법원의 경우). 입양부모의 심리평가는 평가가 가진 객관성이나 전
문성, 내용적 집약성과 관련하여 그 유용성에 있어 시행 초기부터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입양 특례법에 의한
입양 뿐 아니라 민법에 의한 입양 사례에도 심리평가의 실시가 점차적으로 확대되
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하여 인적, 제도적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
해 보인다. 법원에 제출되는 심리평가의 실시는 주로 임상심리전문가에 의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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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만, 이러한 심리평가에 대한 입양기관 실무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입양
부모 조사의 체계적 타당성이나 객관성을 높이고, 가사조사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
는데 활용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입양 상담 실무자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조사 결과에 따
르면, 입양 실무자들은 심리평가의 결과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입양 평가 절차에 심리평가는 필수 항목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심리평가 관련 전문가의 인력을 점진적으로 확보하거나 혹은 평가를 위한 대
체인력을 육성하여 현재 심리평가 및 보고서를 다루는 업무를 하는 실무자들의 보
수 교육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지로 입양과정의 조사에 실질
적으로 투입되는 인력들의 교육 모델에 임상심리학적 평가나 면접, 정신병리 등의
내용적 보강이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도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심리평가의 전통적 임상 모델
현행 특례법에 의한 입양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심리평가는 전통적으로
임상장면에서 사용된 종합 심리평가(full battery)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종합 심
리평가에는 기본적으로 지능평가, 성격 평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밖에 임상가의
전문적 판단 하에, 피검자의 개인적 특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자기보
고식 검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임상장면에서 사용되는 심리평가의 일
반적인 세부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다면적 인성검사
2) 웩슬러 지능검사
3) 벤더 도형검사
4) 로샤 검사
5) 주제 통각 검사(TAT)
6) 나무-집-사람 그리기 검사
7) 문장 완성 검사
8) 기타 임상적 소견에 근거한 자기보고식 검사 등
9) 심리학적 심층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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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평가 도구들을 통하여, 임상심리평가사는 피검자의 지적 수준 및 지적 발
달의 세부 프로파일을 도출할 수 있으며, 성격 특성을 파악하고 대뇌의 기질적 문
제의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그림검사 및 다면적 인성 검사 등의 세부 항목을 통하
여 일반 성격특성의 유형 뿐 아니라 다양한 정신병리적인 측면의 정상성의 여부와
성격장애의 여부 및 미국 정신의학회의 진단 및 통계 편람(DSM-V)의 기준에 근거
한 임상적 진단을 추론할 수 있다.
심리평가를 통하여 검증할 수 있는 임상적 문제로는 우울장애, 양극성장애 불안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 강박 장애, 정신분열증, 망상장애 등 임상
적으로 문제가 되는 전반적인 장해와 진단이 포함된다. 또한,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지만 오랜 기간 자기 자신과 타인, 가족 관계 내에서 부적응적인 특성
을 보이는 성격적인 특성을 변별하여 반사회적 성격장애, 히스테리성 성격장애, 자
기애적 성격장애 및 외향적 혹은 내성적인 성격 특성 등을 진단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임상적 상태의 진단을 위하여, 종합심리평가를 사용하는 것은 각각의 개별
적 검사가 가지는 한계와 타당성을 서로 보완하고 수렴타당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
다.
즉, 개개인의 성격 및 정서특성, 방어적 특성에 따라 개별검사가 가지는 타당도
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종합 심리 평가의 개별검사들을 충분히 활용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평가 전후에 실시되는 심층 면담을 통하여 심리평가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는 피검자의 개인력이나, 성격특성의 세부적 분석, 방어적 특성을 확인하고,
모호한 진단적 변별이나 임상적 확진 등을 시행할 수 있다.

2. 입양심리평가의 구성 및 절차
입양부모 적격 판단을 위해 실시되는 현행 심리평가의 구성내용도 기본적으로 전
통적인 종합 심리평가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가정법원에
서 지정한 심리평가 지정 기관에서는 임상가의 판단에 따라 심리평가의 구성내용이
다르게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시간적 제한이나 비용적 문제 등
과 관련하여 로샤 검사나 지능수준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결혼
만족도 검사, 대인관계 검사 등의 자기보고식 검사가 포함되기도 한다.

- 89 -

이러한 절차적 차이에 따라, 보고서에 포함되는 평가 결과도 상이한 방식으로
제시되거나, 진단적 결론을 내리는 데에도 일부 제한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향후 체계적인 입양부모 조사방법의 구축 과정에서 이러한 평가 구성
내용의 체계적 일치성이 세부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입양부모 심리평가 과정
에서 기본적으로 권고될 수 있는 종합심리평가 구성의 일례는 임상적 모델과 동일
하며 다음과 같다.
1) 다면적 인성검사
2) 웩슬러 지능검사
3) 벤더 도형검사
4) 로샤 검사
5) 주제 통각 검사(TAT)
6) 나무-집-사람 그리기 검사
7) 문장 완성 검사
8) 기타 임상적 소견에 근거한 자기보고식 검사
(특정 사례에 필요한 부가적 검사 선택)
9) 심리학적 심층 면담
하지만, 비용적인 측면이나 시간적인 측면의 효율성을 위해서 모든 입양부모에
게 종합 심리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입양
부모의 심리평가의 과정에서 자기보고식 검사로는 MMPI와 대인관계 검사, 결혼만
족도 검사 등이 포함되는 바, MMPI는 자기보고식 검사 이면서 신뢰도 타당도 확보
된 검사로서 임상장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표준화된 평가, 해석, 결과
의 인출이 가능하여 활용도가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고, 다른 검사에 비하여 비용
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이 적은 편이다.
대인관계 검사 질문지는 대인관계의 패턴이나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는 측면에서는 필수적인 내용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실시된 결과에 의하여 얻어지
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그리 풍부하지는 않은 편이며, 표준화의 문제나 보고자의 방
어적 태도가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입양부모의 심리평가 과정에서 어떤 자기보고
식 검사를 선택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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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투사검사의 경우, 투사검사의 본질적인 특성상 평가자에 따라 해석 및 보고의
차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에 따라 논쟁의 여지가 생길 수 있어
필수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지능평가의 경우에는 전체지능 지수 및 언어성 지능, 동작성 지능, 하위 소검사
를 통하여 지각 추리 능력, 반응시간 등의 인지요인에 대한 세분화된 발달 패턴을
확인할 수 있으며, 평가 과정을 통하여 피검자의 인지적 강점이나, 약점, 융통성,
성격이나 정신병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해외 사례에서는 지적 장애를 입양 배제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가과정에서 시간적인 혹은 비
용적인 부담이 증가하거나, 개인의 지적 능력을 평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의 여
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수 검사 항목에 포함시키기보다는 지적인 능력의 측면
에서 심층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여겨진다.
아울러, 이러한 종합 심리검사를 입양부모 전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시행하기
에는, 이를 시행하는 전문 인력의 부족과 같은 추가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
로 입양부모의 심리평가에 있어서는 추후 다음과 같은 2단계의 평가 절차를 도입하
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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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routine 자기보고식 검사 실시 + 심층 면담
2단계 : (1단계에서 문제의 가능성이 제시된 경우) 종합심리평가 실시 권고
즉, 1단계에서는 비교적 실시와 해석이 용이한 자기보고식 검사와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명시 보고한다. 1단계의 평가 결과에서 중요 사안이 의심되는
경우, 예를 들며, 폭력성이나 공격적 반사회적 경향, 충동성 등이 의심되는 경우, 2
단계의 평가를 고려하며, 2단계의 과정에서 종합심리평가 혹은 부가적인 평가를 실
시한다. 이 때, 검사의 세부적 구성은 해당 임상심리 전문가에게 일임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의무 기록이나 생활 기록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들을 참고하며 심
층인터뷰 재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또한, 임상심리 평가자는 종합심리평가의
통합적 결론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임상적 진단명을 보고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실시되는 1단계 검사에서의 심리학적 심층 면담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입양부모의 조사 과정에서 심리학적 면담의 과정의 절차를 구조화하는
것이 과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핵심적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리학적 심층
면담에서는 다루어지는 세부 면담 내용에 대해서, 각 평가 기관을 통하여 구조화된
질문지 형식의 통일된 문항을 제시해 준다면 평가기관 간의 보고 불일치를 줄이고
평가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평가 방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심리학적 심층면담에서는 예비 부모의 전반적인 개인력을 조사하여 이를
테면, 난임이나 아동학대,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감이나 성적인 관계, 사회 경제적인
특성, 가계의 유전적 특징 등을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다.

3. 가정조사의 내용과 심층면접의 활용
입양부모의 심리평가의 1단계에 포함되는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자기보고식 검사
와 심층면접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의 심층면접은 입양절차의 가사조사과정의 내용
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러한 면접과정에 대한 구조화 혹은 반 구조화된 모델을 제
시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현장 실무자들의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입양실무매뉴얼에 제시되어 있는 양친가정조사서(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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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가정조사 내용과 형식을 참고하여 확장하고
본 연구에서 검토된 외국의 가정조사 사례를 토대로 하여 입양부모에 대한 심층면
접 과정에서 포함되어야 할 항목과 문항의 예들이 아래와 같이 제시될 수 있다.
<표 Ⅳ-1> 가정조사 내용 및 질문 예시
분 류

가정조사 내용 및 질문 예시
▸ 입양동기
- 다른 관계의 대체자로서 아이를 갈망하는 것은 아닌지의 여부
▸ 입양에 대한 태도
“공개입양 예정이신가요?”
“아이가 자신의 출생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에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아동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실 생각인가요?”
“남아(특정성별)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영유아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좀 더 큰아이를 원하시나요, 그 이유는요?”

▸ (해당된다면) 아이를 잃은 경험의 여부
1. 입양에 대한
태도와 동기

▸ 입양의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도와 대처방식
▸ 입양 계획의 현실 가능성
▸ 이전에 입양평가의 경험 여부
▸ 특정한 지명아동을 염두에 두는지 여부
▸ 입양에 대한 장기적인 준비자세

“입양신청이 거절당한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아이가 사춘기에 입양과 관련된 힘들어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2. 개인의
성장배경

▸ 양부모 각각에 대한 가족 환경, 가계도 파악
“누가 당신을 키워주셨나요?”
“혹시 어렸을 때,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낸 기간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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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가정조사 내용 및 질문 예시

▸ 가족 관계, 친척관계
▸ 가족 환경
▸ 라이프 스타일
▸ 결혼시기
“결혼한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결혼 전 교제기간은?”
“결혼 전 교제기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한부모 가정, 부부가정의 여부
▸ 이혼경험의 여부와 기존자녀의 존재 여부
▸ 관계의 기간과 안정성
3. 결혼생활 및

“결혼 후 직장 등의 상황으로 따로 떨어져서 사신 적이 있나요?”

배우자와의 관계

“그렇다면, 기간은 어느 정도였으며, 부부 간의 문제는 없었나요?”

▸ 부부간의 가치관, 성격의 일치/불일치
▸ 입양에 동기와 열망에 대한 부부간의 일치도
▸ 기존 자녀의 여부, 자녀의 수, 기존자녀의 입양 동의 여부
▸ 기존입양아동의 존재여부
*심리검사질문지;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K-MSI)
▸ 직업
4. 사회·경제적인
상태

- 12개월의 보육계획. 직업의 안정성, 변경될 경우의 대안
“현재 무슨 일을 하시나요?”
“그 일을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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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가정조사 내용 및 질문 예시
“1년 이내에 직업을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만일 그렇다면 그 이유
는 무엇인가요?”
“어떤 직업으로 바꾸실 계획이신가요?”

▸ 경력
▸ 자격증 소유여부
▸ 수입/ 재산
▸ 채무관계
▸ 가정환경

“사시는 동네가 주택가 인가요?”
“주변에 공장이나 위험한 요소들은 없나요?”
“아이들이 (외부)활동하기에 안전한 동네인가요?”
“놀이터가 집 가까운 곳에 있는지요? 또 놀이터는 아이들이 놀기에 안전
한가요?”

▸ 물리적 안정성

“입양 후 해외 이민의 가능성이 있으신가요?”
“1년 이내에 이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몇 년 동안 사셨나요?”

▸ 건강상태
“어디 아프신 데는 없나요? 필요하다면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실 수 있나
요?

5. 알코올 등
약물남용 여부
및
건강 상태와 습관

“최근에 병가 중이거나 요양급여를 받거나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 중에 알콜중독/약물남용 등의 경험이 있나요?

▸ 술

“술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특별한 음주 습관이 있나요?”

▸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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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가정조사 내용 및 질문 예시

▸ 비만과 저체중; BMI 지수
▸ 식이장애
- 신경성 폭식장애
- 폭식증
- 거식증
▸ 기타 약물 복용의 경험여부
▸ 기질 및 성격 특성, 습관

“본인 성격의 가장 대표적인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성격형성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 또는 사건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나요?”
“성장환경이 당신의 성격에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영향을 미쳤다
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혹시 가능하다면 바꾸고 싶은 습관이나 성격적인 특성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공감능력

“ 흔히들 공감은 여성의 특성이라고 말하는데, 그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6. 품성 및 성격

“그렇다면 남성은 왜 여성에 비해 공감능력이 떨어질까요?”

▸ 성찰(reflection)능력
-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고 관찰하고 분석하는 능력으로 아이
의 관점에서 세상이 어떻게 보일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함
▸ 자아존중감

“초등학교 시절을 기억하실 수 있죠? 선생님에게 칭찬받은 경험이 있나요?
“급우들 앞에서 장기자랑을 한 경험이 있나요? 그 때의 반응을 기억할
수 있나요?
“운동을 잘 해서 또는 노래(악기)를 잘 해서 그 솜씨를 뽐내본 경험이 있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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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가정조사 내용 및 질문 예시
▸ 자아정체성
“청소년 시절에 부모님께 반항해 본 경험이 있나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시기에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이고 없다면 왜 없었다고 생각하나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이해도
“아이가 새 친구나 학교, 유치원을 바꾸는 것과 같은 큰 변화를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알고 계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일 부득이하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바꾸게 된다면, 아이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갈까요?, 이런 경우, 부모님은 어떻게 아이를 보살펴야
할까요?”

▸ 문제해결 능력
“아이가 자신이 부모와 다른 외모로 고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 아이들의 경우, 말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이럴 땐 어떤 방
법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 갈등조절 능력

“기존 자녀와의 다툼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요?”
“입양아에 대한 과보호로 기존의 자녀들이 불만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하
실 생각인가요?”

▸ 외향적/ 내향적
▸ 반항적/ 협조적
▸ 공격적/ 순응적
▸ 본인의 진술 및 성격검사 결과 참고
▸ 성격이나 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개인적 이력에 대한 보고서
자기 보고서 주변인의 추천
7. 종교관

▸ 종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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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가정조사 내용 및 질문 예시
▸ 종교 습관
▸ 종교의 선택 및 자유
▸ 친구관계
- 사회적 지지망의 구축수준, 도움을 주거나 받을 마음의 자세
▸ 지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충분한 지원과 위로

“주변의 친척이나 친구들이 입양을 지지하고 지원해줄 준비가 되어 있나요?”
8. 대인관계

▸ 후견인의 여부
▸ 후견인의 지정에 대한 계획

“아동이 18세 이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누구를 후견인을 지정하실 수 있
나요?”

*심리검사질문지; 한국형 대인관계검사(K-IIP)
▸ 확고한 애착
▸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능력

“친한 친구가 얼마나 많으세요? 사귄지 얼마나 오래 되셨나요?”
“친구를 만나면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시나요?”

▸ 입양부모 각각 부모와의 관계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충분한 애정을 받고 자랐다고 생각되시나요?”

9. 애착관계

“어머님(아버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은 ”부모님들은 어떤
분이셨나요?“

▸ 타인과 헤어졌을 때의 반응

“친구나 지인과 가깝게 지내다가 멀어진 경험이 있나요? 만일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또 ”멀어지게 된 이유는 누구의 탓이었을까요?“

▸ 감정조절의 문제(불안정 혼란 애착과 관련된) 확인

“심신이 힘들고 피곤한데, 아이가 계속 짜증내고 칭얼거리면 어떻게 하시
나요(하실 건가요)?

- 98 -

분 류

가정조사 내용 및 질문 예시
“아이가 매우 까다로운 기질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아이의 기분을 맞추
어 주실 건가요?” 또 “꼭 아이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
시나요?” 동의하는(하지 않는) 경우, “왜 그런가요?“

▸ 필요한 경우 [애착관련 평가 질문지] 사용 권장
*심리검사질문지;
성인애착 질문(AAI: Adult Attachment Interview) 및
애착유형(ASI: Attachment Style Interview) 등
▸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도

“만1세(또는 3세)가 될 때까지 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또 “어떻게 아이의 발달을 도울 수 있을까요?”

▸ 첫 12개월 동안 각자 입양 아동을 하루 종일 돌 볼 수 있는
10. 보육 및 양육

능력에 대한 헌신도

“낮에 누가 아이를 볼 예정인가요?”
“밤에 아이가 깨면 누가 볼보실수 있나요?”
“아이가 아프면 누가 병원에 데려가 주시나요?”
“아이가 아파서 결근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육아 휴직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혹은 가능하신가요?”

▸ 아이에 대한 교육계획

“아이를 몇 살 때부터 유치원(학원)을 보내실 생각이세요?”
“아이에게 어떤 일(직업)을 갖게 하고 싶으세요?”

11. 교육철학

“아이가 좋아하는 직업과 부모님이 기대하는 직업이 많이 다르다면 어떻
게 하실 건가요?”
“아이에게 교육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자녀교육과 삶의 가치관
12. 가정 폭력 및
아동학대

▸ 양부모 각각의 발달과정에서 아동학대의 경험 여부

“혹시 양부모님이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체벌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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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가정조사 내용 및 질문 예시
“만일 체벌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그 때의 감정이나 느낌을 기억하실 수
있나요?”
“가장 결정적인 느낌은 무엇이었나요?”

▸ 현재 남편(아내)의 폭력 여부

“부부 간에 폭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부싸움이 혹시 심각한 경우는 아니라도 폭력으로 발전된 적이 있나요?”
“만일 참을 수 없는 부부 간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인가요?”

▸ 현재 자녀가 있다면 체벌의 경험 여부
- 신체적 학대
- 성적 학대
- 정서적 학대

“자녀에 대한 체벌은 어떻게 하시나요?”
“만일 아이가 반복하여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훈계 또는 체벌할 수 있
나요?”

13. 다문화의식
및 태도

▸ 입양아동의 문화적 배경이 대한 이해정도
▸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사회에 대한 의식 및 태도
▸ 입양아동의 언어에 대한 이해 정도

14. 의사소통
문제

▸ 입양아동과 대화를 위한 학습계획 등
▸ 입양아동과의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친밀감 정도
▸ 불임의 여부
“아이를 갖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15. 트라우마

▸ 불임극복을 위한 과정

“불임 클리닉을 방문하신 적이 있나요?”
“불임 클리닉 결정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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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가정조사 내용 및 질문 예시
“부부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나요?”
“현재 인공수정 치료가 진행되고 있나요?”
(입양과정과 동시에 진행되면 안 됨)

▸ 중대한 상실로 인한 슬픔
▸ 정신적 신체적 외상의 경험 여부

“유산 또는 불임의 경험이 있는지요?” 만일 있다면, “어떤 느낌이었나요?”
▸ 트라우마를 어떻게 처리하고 이해했는가의 여부
“트라우마가 있었다면, 그 상처는 어떻게 극복했나요?” 만일 극복했다면
(하지 못했다면), “왜 그런가요?”

▸ 혈연가족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감정적 처리 상태
▸ 외상의 가능성
▸ 강박증
- 불안장애
- 우울장애, 양극성장애
- 망상장애
16. 기타
정신병리 및 범죄

▸ 성격장애
- 반사회성 성격장애
- 히스테리성 성격장애
- 경계선 성격장애
*심리검사질문지: 다면적인성검사(MMPI 참조)
▸ 동성애 여부

17. 동성애

(해당된다면) 그들의 가족이 입양을 존중하는가?
부부의 성적 취향을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가?
아이의 양육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변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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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18. 과거

가정조사 내용 및 질문 예시
▸ 과거 입양을 위한 가정조사 경험여부

가정조사 및
심리평가 경험

19. 입양부모가
되기 위한 개인
역량

20. 입양부모
심리평가 결과

▸ 입양 및 입양과 관련없이 심리평가 경험여부

▸ 입양부모가 되기에 적합한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문화적 신
체적 역량평가
▸ 관련하여 역량개발 가능성 여부

1단계 : 적합(

)

부적합(

)

2단계 : 종합 심리평가 필요(

)

불필요(

)

21.
조사자(담당자)의

▸ 위 가정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요약, 정리, 최종평가

종합의견(추천서)

22.
조사자(담당자) 및
수퍼바이저의

▸ 가정조사 조사자(담당자)와 이를 검토 확인한 수퍼바이저의 서
명날인 필수

서명날인

- 102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이론적, 경험적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내 입양실무에 있어서 예비입양
부모의 조사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나타난 현행 예비입양부모
의 조사방법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입양부모 조사방법의 현황 및 한계
본 연구에서 수집한 이론적, 경험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현행 입양부
모 조사방법의 현황과 한계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입양과 관련한 민법과 입양특례법에서 적용하는 예비입양부모 조사
방법과 체계가 상이하여 양친이 될 자격에 대한 증빙서류와 심사과정에 문제점이
존재한다. 민법상 일반양자의 입양과 친양자 입양과정에서 요구되는 양부모의 적합
성 평가와 입양특례법상 입양과정에서 요구되는 양부모의 적합성 평가를 어느 정도
동등한 수준에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격성 판단을 위한 객관적인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며, 적합성 판단을 위한 가정조사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지
침마련 및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현행 입양절차는 입양기관과 입양신청자가 중심이 되어 입양과정을 진행
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입양허가를 함으로써 입양이 완료된다. 2013년 헤이그협
약에 서명하고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가 책임지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어서 아동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헤이그 협약에 준하는 입양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협회의의 구성이 필요하다. 입양전문가협의회는 입양관련 전문연구자, 사회복
지사, 입양기관 실무자, 의료전문가(신체 및 정신건강), 임상심리전문가 등으로 구성
되며, 국가(위탁가능)의 관리감독 하에서 활동한다. 특히 정신건강의 적합성 평가는
일반적인 정신병학적 검사로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요구된다.
셋째, 특히 현행 입양실무매뉴얼에 제시된 가정조사의 내용과 조사보고서의 양
식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보완과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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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국가차원에서 예비입양부모에 대하여 신체적 건강상태 뿐 아니라, 심리적, 정
신적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를 매우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는데 반하여, 국내의 경우
는 이러한 평가지침의 가이드라인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한
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입양가정조사 매뉴얼 개발이 시급하며, 이와 더불어 입양기
관 입양실무자 교육, 입양사례에 대한 데이터 관리 등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
다.

2. 입양부모 자격확인 절차
앞으로 입양부모 조사를 통한 자격확인을 국가(위탁 가능)에서 최종 확인해야 한
다. 해외사례조사를 참고로 입양기관의 입양부모조사서를 기반으로 국가에서 입양부
모 자격을 확인할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제안한다.
우선 1단계로 입양특례법에 의거하여 양친이 될 사람의 적격성 판단을 위한 기
본 필요서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기본여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를 충족한 신청자에 한하여 개별 및 부부상담 등 가정조사, 심리평가, 양부모
교육을 실시하며 조사결과에 따른 적합성 판단 과정에 지자체별(또는 중앙정부)로
설치된 입양공동협의회(가칭)의 자문을 거친다. 중앙정부(또는 중앙입양원) 주관으로
적격성과 적합성 판단이 내려지면, 법원에 입양을 신청하고 법원은 최종허가 여부
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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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기본요건의 충족여부 확인 단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의료증명서 등 필요서류
기본요건 충족 YES

⇙

⇘

기본요건 충족 NO

기본요건 충족 시 승인 후 2단계 조사

미충족 시 승인신청 거부 및

(중앙입양원의 심사승인->입양기관 조사)

신청자에게 통지

⇓
2단계: 예비입양 준비단계
재정보증서, 납세증명서, 직업,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소명자료
양친교육 이수증명서, 심리평가서, 가정조사서 등

⇓
3단계: 입양신청 승인 및 법원신청 단계
입양신청에 따른 조사보고서에 대한 중앙입양원, 입양공동협의회
에서 최종 자격여부 결정 -> 법원에 입양허가 신청

[그림 Ⅴ-1] 입양부모 자격확인 절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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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친 가정조사서 양식
본 연구의 국내외 자료 분석을 통해 나타난 기존 양친 가정조사서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국내입양”과 “국내로의 입양”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정
조사서 1쪽의 조사내용은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2쪽의 가정조사 내용은 입양
사례에 따라 추가 질문이 필요하여 두 가지 양식으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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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1> 양친 가정조사서 양식(안)

양친 가정조사서 양식

1page
성명
양
친
이

부

될
사
람

모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
회사명
회사주소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
회사명
회사주소

전화번호
종교
취미

연수입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종교
취미

연수입
대표자명
전화번호

종류
주택

학력
특기

학력
특기

대지

건물

[ ] 자가 [ ] 전세 [ ] 월세

㎡

㎡

재산
부동산

만원 동산

부채

만원 저축

관계

성명

성별

만원 순자
만원 산
나이

학력

만원

직업

동거여부

가족
사항

입양
희망
아동

성별

나이

특이사항

결혼정보
결혼날짜:
결혼장소:
인터뷰 일시
날짜

단독/부부

장소

년
조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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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서명 또는 인)

<표 V-2> 국내입양 가정조사 내용(안)

가정조사 내용
2page

1.

2.

입양에 대한
태도와 동기
개인의

○ 양부모 각각에 대한 가족환경 및 가계도와 역사, 라이프 스타일

성장배경

○ 부부 각자 3매 내외로 작성하게 함

결혼생활 및
3. 배우자와의
관계

4.

○ 부부 각자 3매 내외로 작성하게 함
○ 첫 만남부터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히스토리, 부부간의 가치
관, 성격의 일치/불일, 배우자와의 관계의 질 등
○ 이혼, 재혼, 전혼자녀 등

사회·경제적인

○ 직업, 경력, 재산, 수입, 고용형태 등

상태

○ 가정환경, 물리적 안정성, 이웃환경 등

알코올 등
5.

○ 입양태도와 동기, 기대 등

약물남용 여부
및 건강상태와
습관

○ 알코올, 흡연, 기타 약물복용 및 중독여부
○ 비만과 저체중, 식이장애, 기타 건강진단서를 토대로 고려할
사항
○ 기질 및 성격특성과 습관, 자아존중감 등 자기성찰 능력, 문

6. 품성 및 성격

제해결 및 갈등조절 능력 등
○ 양부모의 진술 및 성격검사 결과를 참고

종교관 및
7. 아동의
종교자유 보장
8.

○ 종교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종교여부와 종교습관 등
○ 종교의 선택 및 아동의 종교의 자유 보장

대인관계 및

○ 양부모의 친구 및 사회적 지지(원)관계

후견인

○ 후견인 여부 및 관련 정보 등
○ 애착의 유형을 파악하고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능력

9. 애착관계

○ 필요한 경우, “애착관련 평가서”의 사용
○ 애착유형 및 애착관계 질문지 활용

10.

보육 및 양육
태도

○ 자녀의 발달단계 및 발달적 특성에 대한 이해 정도
○ 입양 후 첫 1년 동안 양부모의 입양아동 양육에 대한 계획 및
헌신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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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조사 내용
2page

○ 자녀에 대한 교육계획 및 전반적인 교육철학과 삶의
11. 교육철학

가치관 등
○ 기존자녀가 있다면, 교육철학과 가치관

12.

가정폭력 및

○ 양부모 각각의 발달과정에서 아동학대의 직, 간접 경험

아동학대

○ 현재(또는 과거) 남편(또는 아내)의 폭력 여부 등
○ 정신적, 신체적 외상의 경험여부 및 외상의 가능성 등

13. 트라우마

○ 혈연가족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감정적 처리 상태 등
○ (해당된다면) 불임 여부 및 극복과정

14.

기타 정신병리

○ 강박증, 성격장애 등 MMPI(다면적인성검사) 참고

및 범죄

○ (해당된다면) 범죄경력 및 종류 여부

15. 동성애
과거 가정조사
16. 및 심리평가
경험
입양부모가
17. 되기 위한 개인
역량
18.

19.

○ (해당된다면) 동성애 여부 및 부부의 성적 취향 및 자녀양육
의 문제
○ 과거에 입양을 위해 가정조사의 경험이 있는지 여부
○ 심리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여부
○ 입양부모가 되기에 적합한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문화적,
신체적 역량을 갖고 있는지, 개발가능성 여부 등 종합적으로
파악

입양부모

1단계: 적합(

심리평가 결과

2단계: 종합심리평가 필요(

조사자(담당자)의
종합의견(추천서)
조사자(담당자)

20. 및 수퍼바이저의
서명날인

)

부적합(

）
)

불필요(

)

○ 위 가정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요약, 정리, 최종의견

○ 가정조사서를 작성하기 위해 직접 양친이 될 자를 면접한 조사
자(담당자)와 이를 검토 확인한 수퍼바이저의 서명날인 필수

∎ 위 표에 제시한 가정조사 분류는 주관부서의 주관아래 추후 조정하여 사용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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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3> 국제입양(국외->국내) 가정조사 내용(안)

가정조사 내용
2page

1.

입양에 대한
태도와 동기

2. 개인의 성장배경

○ 입양태도와 동기, 기대 등
○ 양부모 각각에 대한 가족환경 및 가계도와 역사, 라이프 스타일
○ 부부 각자 3매 내외로 작성하게 함
○ 부부 각자 3매 내외로 작성하게 함

3.

결혼생활 및
배우자와의 관계

○ 첫 만남부터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히스토리, 부부간의 가치
관, 성격의 일치/불일, 배우자와의 관계의 질 등
○ 이혼, 재혼, 전혼자녀 등

4.

사회·경제적인

○ 직업, 경력, 재산, 수입, 고용형태 등

상태

○ 가정환경, 물리적 안정성, 이웃환경 등

알코올 등
5.

약물남용 여부
및 건강상태와
습관

○ 알코올, 흡연, 기타 약물복용 및 중독여부
○ 비만과 저체중, 식이장애, 기타 건강진단서를 토대로 고려할
사항
○ 기질 및 성격특성과 습관, 자아존중감 등 자기성찰 능력, 문

6. 품성 및 성격

제해결 및 갈등조절 능력 등
○ 양부모의 진술 및 성격검사 결과를 참고

종교관 및
7. 아동의 종교자유
보장
8.

○ 종교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종교여부와 종교습관 등
○ 종교의 선택 및 아동의 종교의 자유 보장

대인관계 및

○ 양부모의 친구 및 사회적 지지(원)관계

후견인

○ 후견인 여부 및 관련 정보 등
○ 애착의 유형을 파악하고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능력

9. 애착관계

○ 필요한 경우, “애착관련 평가서”의 사용
○ 애착유형 및 애착관계 질문지 활용

10.

보육 및 양육
맨토링

○ 자녀의 발달단계 및 발달적 특성에 대한 이해 정도
○ 입양 후 첫 1년 동안 양부모의 입양아동 양육에 대한 계획
및 헌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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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조사 내용
2page

○ 입양아동과의 의사소통을 지원해 줄 통역자 여부
○ 아동의 멘토링을 담당할 기관이나 지원자 확보 여부
○ 자녀에 대한 교육계획 및 전반적인 교육철학과 삶의 가치관 등
11. 교육철학

○ 기존자녀가 있다면, 교육철학과 가치관
○ 아동에 대한 언어(한국어) 교육 계획
○ 아동의 학교교육 선택 계획

12.

가정폭력 및

○ 양부모 각각의 발달과정에서 아동학대의 직, 간접 경험

아동학대

○ 현재(또는 과거) 남편(또는 아내)의 폭력 여부 등
○ 입양아동의 문화적 배경, 인종, 언어적 편견 등

13.

다문화의식 및
태도

○ 입양아동이 성장한 국가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수용정도 등
○ 다문화 가정 및 다문화 사회에 대한 편견 및 및 태도 등
○ 입양 후 양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시 입양아 양육문제
○ 한국의 문화 및 역사 교육 계획
○ 입양 아동의 모국어에 대한 사용 가능 여부와 이해 수준

14.의사소통 문제

○ 입양 아동의 모국어 지원 가능 여부
○ 입양아동과 대화를 위한 학습계획 및 노력여부
○ 입양아동과 스킨십 및 언어적, 비언어적 친밀감
○ 정신적, 신체적 외상의 경험여부 및 외상의 가능성 등

15.트라우마

○ 혈연가족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감정적 처리 상태 등
○ (해당된다면) 불임 여부 및 극복과정

16.

기타 정신병리

○ 강박증, 성격장애 등 MMPI(다면적인성검사) 참고

및 범죄

○ (해당된다면) 범죄경력 및 종류 여부

17.동성애
과거 가정조사
18. 및 심리평가
경험
19.

입양부모가 되기
위한 개인 역량

○ (해당된다면) 동성애 여부 및 부부의 성적 취향 및 자녀양육
의 문제
○ 과거에 입양을 위해 가정조사의 경험이 있는지 여부
○ 심리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여부
○ 입양부모가 되기에 적합한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문화적,
신체적 역량을 갖고 있는지, 개발가능성 여부 등 종합적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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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조사 내용
2page

20.

21.

입양부모

1단계: 적합(

심리평가 결과

2단계: 종합심리평가 필요(

조사자(담당자)의
종합의견(추천서)
조사자(담당자)

22. 및 수퍼바이저의
서명날인

)

부적합(

）
)

불필요(

)

○ 위 가정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요약, 정리, 최종의견
○ 가정조사서를 작성하기 위해 직접 양친이 될 자를 면접한
조사자(담당자)와 이를 검토 확인한 수퍼바이저의 서명날인
필수

∎ 위 표에 제시한 가정조사 분류는 주관부서의 주관아래 추후 조정하여 사용가능함
∎ 음영부분은 국제입양의 경우 추가질문영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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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양부모 조사방법 개선을 위한 제언
입양절차에서 가정조사는 입양신청부터 최종 입양결정까지 이루어지는 과정 그
자체이다. 또한 입양과정은 사람(입양상담자)과 사람(입양신청자)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양상담자의 입양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입양신청자의
입양에 대한 준비와 태도 역시 입양이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이다. 따라서 입양과 관
련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훈련된 전문역량을 갖춘 입양상담자와 입양아를 양육할
준비된 예비입양부모, 그리고 입양전반에 대해 관리·감독할 기관의 세 개의 주체가
역동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헤이그협약 비준에 따라, 아동중심의 입양이 이루어지기 위해 적격성 평가를 위
해 보완되어야 필요서류 강화 및 적합성 평가를 위해 보완되어야 할 심리평가서 등
예비입양부모 조사방법과 평가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가. 입양공동협의회(가칭) 구성
입양을 위한 적합성 판단을 위해 가칭 입양공동협의회 구성을 제안한다. 입양기
관의 담당자가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의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으며, 이는 적합성 판단의 중대한 오류로 발
전할 수 있다. 덴마크의 경우 입양을 원하는 예비양부모가 아동 양육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입양기관에서 조사한 모든 서류들을 이러한 협의회 또는 자문위원
회에서 검토하고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입양공동협의회는 사회복지
전문가, 법률전문가, 의료전문가, 임상심리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국가는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협의회는 지자체별로 구성되는 것이 적합하며 현실적인 여건
에 따라 협의회 구성을 유연하게 제안할 수 있다.

나. 건강진술서 및 신체·정신건강 검사항목 강화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신청인의 적격성 판단을 위한 필요서류에 건강진단서가
포함되어있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검사결과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
러나 일반적인 건강진단 이외에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질병과 질환이 입양아동의

- 113 -

양육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외사례에서는 매우 면밀하게 건강 상황을 평가
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초과사망률” 개념을 도입하여 향후 예측되는 신체 건강
까지 고려하여 구체적인 질병에 따른 입양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건강진단서 외에 입양신청인의 건강진술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입양아동이 성장할 때까지 건강한 가정환경 속에서 충분한 양
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양신청인의 건강진술서 제출과 신체 건강에 대한 구체
적인 질병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 양부모의 학생생활기록부
예비입양부모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의 제출을 고려하여 적격성 및
적합성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입양상담자의 인터뷰, 객관적인 서류, 기
본적인 심리평가서로 파악하기 어려운 양부모의 아동, 청소년 시기의 대인관계, 학
교생활적응, 품행 등을 파악하는데, 교차분석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아동, 청소년
시기는 발달단계 상 사회성, 도덕성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이며, 학교생활의 전반적
인 사항에 대한 교사의 의견과 친구들과의 관계까지 간접적으로 참고가능하다. 국
내의 경우, 아직 공개입양이 매우 제한적임을 고려하여 예비입양부모에 대한 주변
인, 지인의 사회적 평판자료의 수집에 한계가 있으므로 입양부모의 아동기와 청소
년기 학교생활에 대한 기록은 그들의 인성과 행동발달사항에 대한 중요한 참고자료
가 될 수 있다.

라. 입양신청자의 생애 성찰보고서
입양을 신청하면 입양기관의 실무자와 면담을 통해서 입양을 원하는 부모의 입
양동기와 의도에 대해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면담 이전에 입양신청자
가 직접 작성하는 간락한 자서전이나 생애성찰 에세이를 제출하도록 하여 신청자
스스로 입양동기와 입양결정에 대해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입
양기관에서는 입양상담에 활용할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가정조사 평가양식에 근
거하여 입양신청자의 생애 이야기 작성을 과제로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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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살아온 자신의 역사는 뇌 속에만 저장되어 있을 뿐 현재시점에서 직면하기가
어렵다. 생애성찰보고서는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개인사를 활자의 형태로 만나게
되므로 현재시점에서 왜 입양을 결정했는지, 입양은 언제부터 자신에게 중요한 문
제였는지, 입양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지 등 입양전반에 대한 태도와 가치에 대
해 숙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마. 심리평가의 필요와 시기
본 연구의 입양 상담 실무자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조사 결과에 따
르면, 심리평가는 입양서류 제출과 동시에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파악되
었다. 해외사례조사에서도 필리핀, 스웨덴의 경우 임상심리학자가 발급하는 심리평
가서가 필수 제출 자료이다. 현행 입양 절차에서는 대체로 입양기관의 가사 조사
이후에 심리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심리평가 결과에서 도출된 결과를 나중
에 받아 보게 됨으로서, 입양부모의 주요한 성격 특성이나 임상적 판단 내용을 뒤
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혹은, 가사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면
접내용이 심리평가에도 포함되는 등 내용적 중복으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 저하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입양과정에서 심리평가의 도입이 비교적 최근의
일로서, 심리평가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교육을 통하여 입양 조사
실무자들이 심리평가의 내용에 대해서 보다 널리 이해함으로써 입양부모 조사 과정
에서 심리평가의 순서가 입양서류 제출과 비슷한 시기로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이며, 필요에 따라서 사전(1단계)평가 이후 ~ 사후(2단계) 평가(재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1단계 평가의 수행은 가정조사를 담당하는 입양기관의 실무자(심리
평가 수행 가능한 실무자, 즉 전체의 입양절차 내에서 가정조사의 역할이 부여된
담당자)가 할 수 있다. 절차상 필요하다면, 1단계 평가자가 2차 검사를 연속적으로
할 수 있지만, 담당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적인 인력에게 자문을 구하
거나 중앙입양원 또는 가정법원에서 의뢰하는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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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입양실무자를 위한 심층인터뷰 교육 프로그램
전체적인 예비입양부모 조사과정에서 심리평가에 대한 이해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입양실무자들의 인식의 정도나 교육 시스템의
마련은 아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상심리평가를 실시하는 임상심리전문가
의 수련과정이 대학원 졸업 후 최소 3년의 심층적인 과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하여, 입양부모의 심리평가를 직접적으로 접하는 입양기관 종사자들의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적 배경은 사회복지, 상담심리, 특수교육 등 서로 상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반적인 심리평가의 이해 및 전문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육
은 추후 예비입양부모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심리평가 전문기관에 의한)심리평가의
절차와 비용을 최소화하고 입양기관의 입양상담 실무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가정
조사(home study) 보고서의 신뢰성과 충실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
를 위하여, 심리평가, 정신병리학, 심리평가 보고서, 심리치료 등의 과목 등의 보수
교육이나 워크숍 등의 정기적인 프로그램의 실시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
한 교육은 입양 실무자, 입양부모, 입양 평가자, 가사 조사관 등 업무적으로 인접된
세부적인 영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심리평가의 이론 및 실습, 수퍼비전, 이상심리학, 심리치료 등 임상심
리 과목에 대한 교육이수를 권하며, 초기에는 외부의 임상심리전문가로부터 정기적
인 보수교육이나 워크숍을 통하여 관련 교육 및 수퍼비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
존 인력 중에서 심리학 관련 전공자나 인접 전공자 중에서 심리학 과목의 이수자가
업무처리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들을 우선적으로 교육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아울러 교육이수의 확대를 통하여 점차적으로 담당 인력풀
내에서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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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그 밖의 입양부모 자격확인 및 평가를 위한 제언
(1) 가정조사 기간
입양을

위한

가정조사는

평균적으로

3개월~6개월

정도가

적절하며(The

Adoption Home Study Process, 2015), 입양절차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입양관련 담당자와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법적 절차는
논의로 함). 실제 미국, 스웨덴 등 입양실무가 체계적으로 구비된 국가에서는 입양
신청이 접수되면 그 이후 입양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가정조사(home study) 과정
으로 간주하여 입양실무가 진행된다.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신속하고 동
시에 면밀한 입양허가절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또는 중복된 가정조사
절차를 최소화하는 가정조사의 내용과 절차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2) 가정방문
입양부모 조사과정에서 방문조사는 현행대로 최소 2회 이상으로 하되, 불시방문
은 현재 실효성이 없는 만큼 모든 방문을 고지 방문으로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방문 시기(횟수)에 따라 조사목적과 내용의 차별화도 필요할 것이다. 예
를 들어, 1차 방문은 가정 내외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조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2차 방문은 가정 내의 분위기, 양육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환경에 대한 조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등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구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필요하다면 반복
조사를 위한 3차, 4차 방문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3) 인적·제도적 인프라 확충
앞으로 입양부모 가정조사 과정에서 심리평가의 확대 실시가 바람직한 방향이라
고 판단할 때, 인적, 제도적 인프라의 확충이 요구된다. 전문 학회(예, 임상심리학
회) 및 지회를 통한 임상심리전문가의 인력자원의 확보와 교류가 필요하다. 그러나
임상심리전문가의 인력이 제한되어 이러한 업무를 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인
제한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부지원 바우처 기관 중 심리분석이 가능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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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조사 및 선정하여 활용 가능할 것이다. 단, 임상심리전문가는 입양상담전문가
가 아니므로 기관 및 인력에 대한 관리과 협조가 요구되며, 입양부모의 심리평가에
대한 교육이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예비입양부모 심리평가 자료 공유
시행된 심리평가 결과는 일반적으로 입양기관에 직접 전달되거나, 입양부모가
전달 받아서 입양기관에 제출되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러한 전달방
식에 의해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로는 입양부모가 일차적으로 심리평가 결과를 전
달 받을 경우, 긍정적이지 못한 결과가 있을 때, 타 기관에 재의뢰하여 임의적으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물론, 입양부모가 지정된 범위 내에서 평
가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는 있을 것이나, 현재 지정된 심리평가 기관에서 평가
된 입양부모의 리스트나 평가결과를 서로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한계점으로
여겨진다.
개인정보 보호의 차원에서 평가기관 간의 결과 공유가 용이하지 않다면, 이를
관리 할 수 있는 중앙관리 기관의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리 기관
에서는 각 심리평가 기관의 명단 및 평가 대상자, 결과보고서를 공유하고, 심리평가
결과를 입양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을 통일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가정조사보고서에 과거의 심리평가 경험여부를 기재하도록 하여 공유하
는 방법도 제안한다.
(5) 입양사례별 입양부모 조사의 체계화
일반양자입양과 친양자입양의 경우 친족 간 입양이므로 입양부모 적합성 평가
시 생략할 수 있는 조사단계(절차)를 고려할 수 있으나, 입양관련 실무와 현황에서
나타나는 한계점들이 충분히 보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행 입양부모 조사방법의
개선 및 보완 후, 이를 공통적으로 적용할 것이 요구된다. 단 친족 간 입양이므로
입양부모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대한 심층면담의 수준(정도)이나 방문조사의 횟수 등
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으나 다문화수용능력 및 다문화 민감성, 입양아동이 성장
한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이해와 수용정도, 언어사용과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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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등은 추가적으로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헤이그협약 비준에 따라,
우리나라가 수령국 입장에서 요보호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도 추후 강화된 입양부
모 조사방법 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 요구된다.
(6) 입양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입양사례별 가정조사의
진행방법 및 가정조사의 작성 사례, 입양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에 대한 교육내용
과 방법 등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려 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었다. 이
는 그동안 입양업무가 주로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고 입양관련 업무의 관
리감독이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입양부모의 조사를 통한 자격확인을 국가에서 최종 확인하게 되므로 개인정보 보호
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양기관의 입양부모조사를 포함한 입양실무관련 자
료와 정보의 원활한 개방과 교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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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입양부모 조사방법 연구에 관한 설문>
본 설문지는 중앙입양원에서 "입양부모 조사방법"에 관한 연구를 용역받은 연구진
이 입양 실무 전문가들의 귀한 의견을 연구에 반영하고자 하는 설문입니다.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여분 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설문에 응하신 내용은 통계적
분석 및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만 사용되며, 수집한 어떤 개인 정보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진 이외에는 열람 및 재열람이 허용
되지 않습니다. 설문을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하고 적극
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구 책임자 :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학부 이숙정 교수

* 표시된 문항은 필수응답 항목임

[인적 사항]
1. 귀하의 성별은? *
❏남성

❏여성

2. 귀하의 연령대는? *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3. 귀하의 근무 지역은? *
❏서울

❏광역시 또는 세종시

❏이외 지역

4. 귀하의 입양상담원으로의 근속기간은? (년, 개월을 직접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직 기관 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재직한 적이 있으시면 전체 근속 기간을
합산하여 적어주세요. (예시: 3년 6개월) ) *

개월

5.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이 있으시면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응답 가능)
❏사회복지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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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
❏1급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기타 다른 자격증이 있으시면 아래 기타 란에 직접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개 자격증을 보유하셨을 경우, 모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입양 부모 가정 조사]
1. 예비양부모 가정 조사 방문에서 주로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중
복 응답 가능) *
❏입양에 대한 태도와 동기
❏양친될 자의 혼인생활
❏양친될 자의 성장 배경
❏양친될 자의 혼인생활 이외 기타 가족상황
❏양친될 자의 현재 수입 및 재산상태
❏양친될 자의 인격 및 품성, 종교관
❏기타 다른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아래 칸에 직접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2. 예비양부모 가정 조사 방문을 할 때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어떤 부분인지 그
내용을 아래 빈 칸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3. 가정조사서 발급 이후, 법원에서 추가로 가사조사관을 통해 가정조사를 하거나
양부모 면담을 한 경우가 있으십니까? *
❏(1) 가사조사관이 추가로 가정조사를 한 적이 있다.
❏(2) 가사조사관이 추가로 양부모 면담을 한 경우가 있다.
❏(3) 가사조사관이 추가 조사를 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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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위 질문에서, (1) 또는 (2)에 응답했을 경우만 답해주세요. 가사조사관이 추가
로 조사하거나 면담한 내용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직접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입양 서류]
1. 입양허가 신청을 위해 양부모와 관련하여 꼭 구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현행 절차와 상관없이 본인의 의견에 따라 응답해주세요.) (중복 응
답 가능) *
❏입양허가신청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양친될 사람의 범죄 경력조회서
❏양친가정조사서
❏입양동의서
❏양친될 사람의 교육이수 증명서
❏양친될 사람의 심리평가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류가 있으시면 아래 기타란에 직접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예비양부모 교육]
1. 현행 8시간 이뤄지는 예비양부모 교육은 적절하게 이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
❏대체로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체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혀 적절하지 않다.
2. 예비양부모 교육이 더 효과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 어떤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
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접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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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비양부모 교육과 관련하여 예비양부모로부터 들은 의견이 있으시면 기억나는
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심리평가]
1. 입양부모에 대한 심리평가는 입양과정 중 어느 시점에 이뤄지는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가능) *
❏입양 서류 제출과 동시에 실시
❏입양 서류를 통해 양친이 될 자격이 충족된 다음에 실시
❏결연이 추진될 때 실시
❏법원의 추가보정 요청이 있을 때 실시
❏심리 평가가 필요 없는 양부모일 경우는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기타 다른 시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타
란에 직접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2. 입양부모에 대한 심리평가 보고서는 예비양부모 상담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
❏매우 도움이 된다.
❏대체로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담에 활용한 적이 없다.
❏기타:
3. 입양부모에 대한 심리평가가 도움이 되었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는
지 직접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적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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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리평가가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검사 도구에 의한 평가가 가장 도움이 되었
는지 직접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적어주셔도 됩니다.

5. 입양부모에 대한 심리평가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왜 도움이 되지 않았
는지 직접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6. 심리평가에서 추가 실시되기를 원하는 심리평가 항목이나 검사가 있으시면, 직
접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7. 심리평가 활용에 관한 교육이나 심리평가에 사용되는 검사 도구에 관한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입양과 관련하여 심리평가 보고서 활용에 관련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입양과 관련하여 심리평가에 사용되는 검사 도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학교 교육과정, 학회, 자격증 취득 과정 등을 통해 심리평가에 활용되는
검사 도구에 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심리평가와 관련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이 이외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기타 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8. 심리평가 보고서 내용 중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예비양부모 가정 조사나 상
담과정에서 이뤄지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
다면 어떤 부분인지 직접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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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실무자 교육]
1. 입양실무자를 위한 법정 교육 이외에, 추가로 다른 교육이나 훈련을 받으신 경
험이 있으십니까?*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2. 입양실무자를 위한 법정 교육 이외에 추가 교육이나 훈련을 받으신 경험이 있
다면, 그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을 직접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3. 근무하시고 있는 기관에서 귀하가 진행하고 있는 입양건(가정조사 및 예비양부
모 상담)과 관련하여 슈퍼비전이나 사례회의(case study) 등을 통해 의견을 공유
하고 있습니까? *
❏모든 입양건에 대해 슈퍼비전이나 사례회의가 이뤄지고 있다.
❏대부분의 입양건에 대해 슈퍼비전이나 사례회의가 이뤄지고 있다.
❏필요할 경우에만 슈퍼비전이나 사례회의가 이뤄지고 있다.
❏대체로 슈퍼비전이나 사례회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기타란에 직접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4. 입양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 또는 과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5. 현재 이뤄지고 있는 입양실무자 법정 교육의 내용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내용이 예비입양부모 조사를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고 있다.
❏교육내용이 예비입양부모 조사를 하는데 대체로 도움이 되고 있다.
❏교육내용 중 대부분은 예비입양부모 조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육내용은 예비입양부모 조사를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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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재 이뤄지고 있는 입양실무자 법정 교육의 내용이 실무에 더 도움을 주기 위
해서는 어떤 내용을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접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사항]
1. 예비양부모 조사와 상담을 하시면서, 특히 눈여겨 보시는 부분이나 철저하게 검
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분야)을 직접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2. 예비양부모 조사와 관련하여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적어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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